학위논문 제출 매뉴얼 (국문)
1. 우선, 학위논문 전자 파일은 이렇게 준비합니다!
가. 학위논문 기본 양식은
표지 > 제출서 > 인준서 > 목차 > 초록 > 본문(서론 시작) 순서로 하시고,
아래 내용대로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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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림이나 사진의 파일 용량을 줄여주세요!

1) 학위논문 제출 시스템(이하 dCollection)으로 제출 가능하신 파일 크기는 100MB로
제한되어 있어서, 스캔을 받은 그림이나 사진을 그대로 삽입하면 논문 파일 용량
초과로 정상적인 제출이 어렵습니다.
2) 따라서, 그림이나 사진 파일의 크기를 축소해서 논문에 삽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지 파일 축소는 포토샵과 같은 그래픽 소프트웨어나, 알씨(Alsee)와 같은 이미
지 뷰어 프로그램에서도 가능합니다.
※ 알씨 프로그램에서 이미지 축소하기(도구 메뉴 중 ‘크기 변경하기’)

※ 50%만 줄여도 이미지
파일 크기는 2배 이상
줄어듭니다.

※ 그림 파일이 많은 파일인 경우 pdf 파일로 변환하면 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나. 논문 파일은 가능하면 1개의 파일로 만들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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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쇄 옵션을 꼭 확인해 주세요!
1) hwp 파일의 경우, 제일 마지막에 사용한 인쇄 옵션이 그대로 파일 내에 저장됩니
다. dCollection PDF 파일 변환은 인쇄 옵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특이한 옵션을
포함한 hwp 파일은 정상적인 파일 변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 2장씩 모아찍기, 공급 용지에 맞춤 등
2) 따라서 hwp 파일은 제출 전에, 다음과 같이 인쇄 옵션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나) 한글 2010 이상 버전의 경우

인쇄범위 : 문서 전체

‘연결된 문서 포함’은 체크하지
말것
인쇄방식 : 기본 인쇄 중 자동
인쇄
프린터용지 : 프린터 설정에 따
름
3) 인쇄 옵션을 다시 설정하신 후엔 반드시 ‘미리보기’ 를 하신 후 저장을 해야, 인쇄
옵션이 파일 내에 기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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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문 파일을 준비하셨으면, 성곡도서관 홈페이지내 dCollection 항목을 클릭하거나
URL 입력을 통해 국민대학교 dCollection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클릭!!!

http://kookmin.dcollection.net/

3. 오른쪽 상단 “로그인” 클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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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초 로그인 전 제출자 로그인 박스 하단 ‘제출자 로그인 인증’ 클릭

클릭

5. 제출자 로그인인증 화면에서 아이디, 이름, 메일주소를 입력 후 “확인” 클릭 한 후
수신된 이메일을 확인합니다.

아이디 : 학번 입력
이름 : 성명 입력
메일주소 : 인증 받을 메일 주소 입력

확인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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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출자 인증을 위해 입력한 메일주소에서 수신 된 인증 내용 확인
“인증 요청 시점에서 24시간 내로 인증을 완료하고, 만료 되었을 시 인증메일 재요청”

클릭

7. “제출자 비밀번호 설정” 화면으로 이동 됩니다.

비밀번호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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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 “자료제출”

클릭

9. “개인정보 처리 방침” 화면으로 이동 됩니다.

체크

전화, 이동통신번호,
메일주소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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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논문의 제목 및 저자 관련사항을 입력합니다.

Hong, Gildong

가. 제목 : 논문 표지 제목 중 첫번째로 기재된 제목을 입력합니다(보통 한글 제목을 넣
지만, 영문 제목이 첫번째에 있다면 영문 제목을 입력해야 합니다
나. 부제목 : 제목의 아래에 추가되는 부제목을 말합니다. 학위논문 원문파일 부제목
앞뒤에 연결된 “-” 또는 “:” 과 같은 기호는 제외하고(단, 부제목 내에 기재되어
있는 기호는 입력) 입력합니다.
다. 제목(제2언어) : 제2언어로 된 제목을 말합니다. 주제목이 영어인 경우 제2언어로
된 제목이 한글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영어 부제목 입력 시 제목과 부제목
사이에 “:” (콜론) 기재)
라. 저자 : 학위논문의 실제 저자를 입력합니다.
마. 저자(제2언어) : 저자의 영문 이름을 기재합니다. 예)Hong, Gildong
바. 소속 : “국민대학교 + 대학원명”으로 입력합니다. 학과/전공명은 쓰지 않습니다.
예)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사. 이메일 : 저자의 이메일 주소를 기재합니다.
실제 학위논문 예시)

석사학위논문

저출산 사회의 문제점과 정책대응 방안
-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The Problems of a low fertility society and policy responses
- Focused on questionnare -

☞ 제목
☞ 부제목
☞ 제목(제2언어)
☞ 부제목(제2언어)
8

11. 논문의 주제어(키워드) 및 초록, 목차를 입력합니다.

가. 주제어 : 주제어란 다른 사람이 학위논문을 인터넷으로 검색하려고 할 때 검색에
(키워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단어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제목에
나타나지 않는 단어 중 학위논문의 주제와 밀접한 단어(인쇄논문 초록 페이지
하단 기재 주제어) 들을 입력합니다.
여러 개의 주제어를 입력할 때는 쉼표( , )로 구분하여 추가합니다.
잘못된 입력 예) 여러 개의 검색어를 쉼표 없이 입력란에 나열한 경우

정확한 입력 예) 검색어 사이에 쉼표( , )로 구분하여 나열한 경우

나. 초록/요약 : 초록(또는 요약)은 다른 연구자들이 학위논문의 전체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합니다. 초록이 하나만 수록된 경우 언어의

종류를 선택한 후 초록을 입력해 주며, 국문 초록과 영문 초록이 나뉘어
있는 경우 입력란 우측의 “+추가” 버튼을 눌러 입력란을 하나 더 추가한
후 입력합니다.
다. 목차 : 목차를 입력합니다. 인터넷 서비스 시 목차 정보를 보여주게 되므로 가능하면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릴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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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논문의 부가 정보들을 입력합니다. 입력 완료 후 “다음 단계”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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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도교수 : 지도교수의 성명을 입력합니다.
나. 발행년도 : 학위논문 발행년도를 기재합니다.(2019)
다. 학위수여년월 : 졸업예정년월(2019/2)을 말합니다. 입력란 우측의 ▲▼ 을 클릭하여
선택 가능 합니다.
라. 학위명 : 석사/박사를 선택합니다.
마. 학과 및 전공 : 학과 및 전공을 선택합니다.
우측의 “학과 조회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검색 및 선택이 가능합니다.

바. 원문페이지 : 페이지수를 입력합니다. 초록/목차까지의 페이지수와 본문의 페이지수를
쉼표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ex) iv, 238 p.
사. 파일정보 : 업로드되는 학위논문 파일 종류를 입력합니다. (예: hwp 또는 pdf)
아. 본문언어 : 본문의 작성 언어를 선택합니다.
※ dCollection 시스템이 불안정한 관계로 임시저장 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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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저작물 원문 제공서비스에 대한 동의 여부를 선택합니다. 동의를 하면, 제출하고 계신
학위논문은 원문 PDF 파일로 변환된 후 해당 학위논문을 필요로 하는 국내 연구자
에게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이는 국내 학문 발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내에서만 원문을 보게 됩니다).

세부적인 저작권
범위를 설정합니다.

14. 특허 출원을 진행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인터넷을 통한 원문 제공 서비스의 시작일을
조정하고 싶은 경우, 아래와 같이 “원문게시일”에서 서비스 시작일을 설정할 수 있습니
다. (시작일 조정이 필요한 경우만 사용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1년 이내로만 설정
하셔야 합니다).

*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동의/비동의자는 별도 설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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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으로 전자파일을 제출합니다. 원문은 hwp와 PDF 파일 중 어떤 형태라도 올리실 수
있으나 시스템 변환 후 변용 발생 예방을 위해 pdf 파일 제출을 권장합니다.

가. 파일 제출시에는 파일의 순서를 지켜서 올리셔야 정확한 원문 파일이 제작됩니다.
예를 들어 표지, 목차, 본문, 부록을 서로 다른 파일로 만드셨다면, 파일 등록 시에도
표지 파일, 목차 파일, 본문 파일, 부록 파일 순서대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나. 분할하여 제출 가능한 파일의 개수는 최대 10개이며, 그 이상 등록 시에는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다. 제출 일정상 최종 완성본이 아닌 중간 작성본을 먼저 제출하는 경우, 성곡도서관
학위논문 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사전 협의되지 않은 파일은 바로
원문 제작 후 인터넷 서비스가 되며,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라. 파일 사이즈를 최소화해도 전체 파일 사이즈가 100MB를 넘어가는 경우 파일 제출
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성곡도서관 학술지원팀 학위논문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dCollection 시스템이 불안정한 관계로 임시저장 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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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본문시작쪽수를 입력합니다.
가. 논문 파일 작성시 작성자는 특정 페이지를 1 페이지로 지정하여 전체 파일의 페이
지수를 매깁니다. dCollection에서는 작성자가 지정한 1페이지의 실제 물리적 페이지
수를 가리켜 “본문시작쪽수”라고 부릅니다.

아래의 예를 보시면, 작성자가 지정한 1 페이지 는 물리적으로 6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시작쪽수는 ‘6’입니다.

표지

1쪽

제출서

2쪽

인준서

3쪽

목차

초록

서론

-ⅰ-

-ⅱ-

-1-

4쪽

5쪽

6쪽

나. 전자파일이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에도, 실제 논문 배치 순서대로 배열하여
물리적인 페이지수로 확인을 합니다. 아래의 경우 “6”입니다.
목차.hwp

표지.hwp

표지

1쪽

제출서

2쪽

인준서

3쪽

본문.hwp

목차1

초록

서론

-ⅰ-

-ⅱ-

-1-

4쪽

5쪽

6쪽

다. 본문시작쪽수는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로 입력합니다.
라. 본문시작쪽수가 틀리는 경우 원문 PDF 파일의 목차가 실제 페이지와 정확하게 연
결되지 않습니다. 도움말을 확인하셔서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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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목차(책갈피)를 입력합니다.
가. 책갈피를 정확히 입력해 주면
제출자 또는 다른 연구자들이
해당 학위논문을 조회할 때
목차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을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책갈피 부분

나. 책갈피 입력 시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목차내의 공백을 정리해주어야 합니다.
순번

1

정리 내용

예 시 (□는 공백을 나타냄)

원본 목차는 우측과 같습

니다.

클릭하여 자동 정렬을 시
행합니다.

3

2.1. 학습자 중심 영어교육………………………… 5
2.1.1. 구성주의 ………………………………… 5

을

2

2. 이론적 배경 ………………………………………… 5

2. 이론적 배경 5

2.1. 학습자 중심 영어교육

5

일부 오류 있음

2.1.1. 구성주의 5

목차의 상, 하위 관계에

2. 이론적 배경□5

← 목차의 최상위 항목

따라 공백을 이용하여 목

□2.1. 학습자 중심 영어교육□5

← 목차의 상위 항목

차를 최종 정리합니다.

□□2.1.1. 구성주의□5

← 목차의 하위 항목

※ 주의! 책갈피에서 쪽수 입력 시 각 목차 항목들의 페이지수를 본문시작쪽수와
합산해서 기재하지 마세요!!! (전자파일의 목차를 그대로 입력함)
다. 단계가 정확히 지정되었는지 미리보기를 통해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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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제출 완료”을 클릭하여 입력한 최종 내역 확인 후 오른편 하단 “완료” 버튼을 클릭 합니다.

19. 정상적으로 제출된 서지 정보 및 전자파일은 성곡도서관 학술지원팀 학위논문 담당자가
1일 2회(오전 1회, 오후 1회) 확인하여 승인 처리를 실시합니다.
가. 확인 시간 : 평일 오전 10:00, 오후 03:00
나. 저녁시간 또는 주말/휴일에 제출하는 경우, 다음 근무일 오전에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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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학위논문 서지정보 및 전자파일을 제출하고 나서 1일(근무일 기준) 경과 후 다시 접속
하여 “제출내역”을 확인합니다.

21. 제출내역의 승인여부에 “승인” 표시가 나타나면 도서관 담당자에 의해 서지정보 및 전자
파일 접수가 확인된 것입니다. 이 경우, 가장 우측의 프린터 표시 아이콘 2개를 클릭하여
저작권 동의서와 학위논문 제출 확인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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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출내역의 승인여부가 “미승인”이고 논문상태가 “반송”인 경우 제출 내용에 어떤 문제
가 있어 반송이 된 것입니다. 상세정보를 보면 반송 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클릭!

클릭!

반송사유를 확인후
해당 문제에 대한
조치를 합니다.

조치 완료후
“재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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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출내역 메뉴에서 ‘승인’이 되면, 저작물 이용 허락 동의서와 학위논문 제출 확인서
각 1부씩을 출력한 후 논문 인쇄본(석사4부/박사4부)을 지참하여 소속 대학원
교학팀을 방문합니다.
가. 논문 인쇄본에는 반드시 하드 커버가 1부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두 하드 커버로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 대학원별로 제출 요구 수량은 각각 상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각 대학원 교학팀에서는 대학원별 학위논문 관련 규정 또는 지침에 입각하여 논문
인쇄본의 체제를 사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하도록 조치합니다.
다. 확인 및 보완이 완료되면, 학위논문 제출 확인서에 대학원 담당자 날인을 받습니다.

24. 대학원 확인이 완료되면, 논문 인쇄본 및 구비서류를 성곡도서관 학술지원에 제출합니다.
가. 학위논문 제출 확인서에 각 대학원별 학위논문 담당자 날인이 없는 경우 학위논문을
도서관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하시는 곳은 성곡도서관 1층 학술지원팀 106호 입니다.
다. 접수시간은 평일 09:30 ~ 16:00 이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라. 구비서류와 논문 인쇄본을 모두 제출하고 도서관의 확인 절차가 완료되면 학위논문
제출에 대한 제반 절차가 모두 종료됩니다.

25. 기타 안내사항
-

dCollection 입력 사항, 논문 심사 관련 서류 상의 논문 정보(종합정보시스템 입력),
논문 인쇄본 등 3가지는 상호 일치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dCollection에 학위논문
정보 입력시에는 전자파일에 수록된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여 입력하시되, 입력 후
정확히 복사되었는지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저자의 제2언어(영어) 성명은
dCollection 입력 시 “성, 이름” 형식으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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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al of Submitting a Dissertation
1. Log in to the dCollection web site.

http://kookmin.dcollection.net/

2. New users of dCollection system should click the “submitter login certification”
on login page, and finish submitter cer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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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nter your “Identification”, “Name”, “E-mail address”.
If you click the ‘confirm’ button, certification e-mail will be sent to your e-mail box.

ID: Enter your Class ID
Name: Enter your name
E-mail: Enter your E-mail to be authenticated

4. If you click the link in your received certification e-mail,
it goes to the submitter’s password set-up page.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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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f you have entered your password to use on dCollection system and clicked
‘confirm’ button, certification process is done.
(10 to 16 digits in English, numbers and special character combinations)

Password Set-up

6. Input all bibliographic information of your dissertation and
upload its computer files. (See dCollection Online Manual of Sub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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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fter 24 hours, log in again and
check the approval of your
dissertation.

8. If you get our approval, click icons
and print two required documents.

9. Visit your graduate school office
with binded dissertations(Master : 4 /
Doctor : 4, One or more hardcover
required) and 2 documents.

10. Staffs will check your dissertation,
and affix their seal to one document
if there is no problem.

11. After that, visit to Technical
Service Team (Sungkok Library. Room
no. : 106)

12. Submit binded dissertations
(Master : 4 / Doctor : 4, One or more
hardcover required)) and 2 required
documents. (End of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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