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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과 대학원 논문제출자격 관련 세칙 (학번별 규정)

1. 석사과정 논문제출자격

* ~15학번 : 학술대회 또는 학술지에 1편 이상 논문을 발표 또는 게재한 자

* 16학번~20학번 : ‘학’ / ‘공학’ 전공별 규정 별도 적용
     [ 학전공 ] KCI급 이상 학술지에 1편 이상 논문 게재한 자 (단, 아래와 같은 공모전 단독참여 수상 시 대체가능)

      가. 국내외 정부기관이 주최한 건축작품 공모전의 수상작

      나. 국내외 주요 건축관련 기관(건축학회, 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회 또는 동급 해외 기관)에서 주최하는 공모전 수상작

      다. 기타 국내외 공모전 중 Avery Index 또는 A&HCI에 등재된 건축전문저널에 게재된 수상작

 [ 공학전공 ] 학술대회 또는 학술지에 1편 이상 논문을 발표 또는 게재한 자

* 21학번~ : ‘학’ / ‘공학’ 전공별 규정 별도 적용

     [ 학전공 ] KCI급 이상의 등재 학술지에 기여도 90% 이상 논문 게재, 또는 다음 공모전에 참여하여 수상하되
기여도는 논문 기준을 적용하여 90% 이상이 되어야 함

  가. 국내외 정부기관이 주최한 건축작품 공모전의 수상작

  나. 국내외 주요 건축관련 기관(건축학회, 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회 또는 동급 해외 기관)에서 주최하는 공모전 수상작

다. 기타 국내외 공모전 중 Avery Index 또는 A&HCI에 등재된 건축전문저널에 게재된 수상작

 

[별표1]  논문 공동저자 기여도 평가표

    

저자수
순위

1 2 3 4 5 이상

1 100 95 90 85 80

2 70 60 50 40

3 50 40 30

4 30 20

5 이내 10

    ※ 교신저자는 제1저자와 기여도가 같은 것으로 본다.

 
[ 공학전공 ] 학술대회 또는 학술지에 1편 이상 논문을 발표 또는 게재한 자

                                                                                   

2. 박사과정 논문제출자격  ‘학’ / ‘공학’ 전공별 규정 별도 적용

[ 학전공 ]
* ~15학번 : 150% 이상 논문 KCI급 학술지에 게재

논문심사위원회 구성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자신의 전공 분야 또는 학위논문 주제와 관련된 분야에 관한 150% 이상의 논문을 

KCI급 학술지 혹은 적절한 심사를 통해 전문이 게재된 국제학술대회 발표집에 발표하여 그 논문의 수준이 대학원과정위원회에

서 인정되어야 한다. 단 2인 이상의 논문의 평가는 별표 1에 따른다.

[별표1]  논문 공동저자 기여도 평가표

총 저자수
1 2 3 4 5

순위

1 100 95 90 85 80

2 70 60 50 40

3 50 40 30

4 30 20

5 10

* SCI에 등재된 외국 학술지나 그와 동등한 학술지에 게재된 경우 상기 비율을 2배까지 상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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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7학번 : 250% 이상 논문 KCI급 학술지에 게재 또는 SCI급 학술지 1건 이상 논문 게재(예정) (단, 제1저자)
아래의 ‘가’ 또는 ‘나’를 종심 전까지 만족시켜야 한다.

가. 박사학위논문심사원 제출 이전에 자신의 전공분야 또는 학위논문 주제와 관련된 분야에 관한 250% 이상의 논문을 KCI급 

학술지 혹은 적절한 심사를 통해 전문이 게재된 국제학술대회 발표집에 발표하여 그 논문의 수준이 대학원과정위원회에서 인정

되어야 한다. 단 2인 이상의 논문의 평가는 별표1에 따른다.

나. SCI급 학술지 또는 학사위원회가 승인한 국제학술지에 1건 이상의 논문을 게재(예정)해야 한다. 단 제1저자로 등록되어야 

한다. 저자역할구분이 없는 학술지의 경우 총 저자 수는 2인 이하의 경우로 한다.          

[별표1]  논문 공동저자 기여도 평가표

총 저자수
1 2 3 4 5

순위

1 100 95 90 85 80

2 70 60 50 40

3 50 40 30

4 30 20

5 10

* SCI에 등재된 외국학술지나 그와 동등한 학술지에 게재된 경우 상기비율을 2배까지 상향할 수 있다.

* 18~20학번 : 200% 이상 논문 KCI급 학술지에 게재 또는 SCI급 학술지 1건 이상 논문 게재(예정) (단, 제1저자)
아래의 ‘가’ 또는 ‘나’를 종심 전까지 만족시켜야 한다. 

가. 자신의 전공분야 또는 학위논문 주제와 관련된 분야에 관한 200% 이상의 논문을 KCI급 학술지 혹은 적절한 심사를 통해 

전문이 게재된 국제학술대회 발표집에 발표하여 그 논문의 수준이 대학원과정위원회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단 2인 이상의 논문

의 평가는 별표1 에 따른다.

나. SCI급 학술지 또는 학사위원회가 승인한 국제학술지에 1건 이상의 논문을 게재(예정)해야 한다. 단 제1저자로 등록되어야 

한다. 저자역할구분이 없는 학술지의 경우 총 저자 수는 2인 이하의 경우로 한다. 

[별표1]  논문 공동저자 기여도 평가표

저자수
순위 1 2 3 4 5 6 이상

1 100 90 80 70 60 50

2 70 60 50 40 30

3 50 40 30 20

4 30 20 10

5 이내 10

※ SCI에 등재된 외국학술지나 그와 동등한 학술지에 게재된 경우 상기비율을 2배까지 상향할 수 있다.

※ KCI 등재지 이상에 게재된 경우에 한한다. 또한 교신저자의 경우, 제1저자에 준한다.

* 21학번~ : 250% 이상 논문 KCI급 학술지에 게재 또는 SCI급 학술지 1건 이상 논문 게재(예정) (단, 제1저자)
다음 조건 중 하나를 만족시켜야 한다. 두 항을 조합하여 기여도를 산정할 경우 나항은 두 배로 산정하여 가항의 조건과 합산한

다. 단 저자 2인 이상인 논문 기여도 평가는 [별표1] 에 따른다.

가. KCI급 학술지 혹은 <위원회>가 인정한 국제학술대회 발표집에 자신의 학위논문 주제와 관련된 분야의 논문 게재로서 기여

도 합이 250% 이상.

나. SCI급 학술지 또는 <위원회>가 인정한 국제학술지의 논문 게재(예정)로서 기여도 합이 90% 이상.

※ 건축학분야(박사)의 경우 논문심사 전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

 [별표1]  논문 공동저자 기여도 평가표

    

      저자수

순위
1 2 3 4 5 이상

1 100 95 90 85 80

2 70 60 50 40

3 50 40 30

4 30 20

5 이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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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학전공 ]

* ~20학번 : 150% 이상의 논문을 KCI급 혹은 SCI급 학술지에 게재해야 하며, 단 반드시 SCI급 논문을 1편 이상을 
제1, 2저자로서 게재(예정)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가. 자신의 전공분야 또는 학위논문 주제와 관련된 분야에 관한 150% 이상의 논문을 KCI급 학술지 혹은 적절한 심사를 통해 

전문이 게재된 국제학술대회 발표집에 발표하여 그 논문의 수준이 대학원과정위원회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단 2인 이상의 논문

의 평가는 [별표1] 에 따른다.

나. SCI급 논문 1편 이상이 게재(예정)되어야 한다. 이때 논문의 제1, 제2 저자가 되어야 한다.

* 21학번~ : 150% 이상의 논문을 KCI급 혹은 SCI급 학술지에 게재해야 하며, 단 반드시 SCI급 논문을 1편 이상을 
제1, 교신저자로서 게재(예정)
다음 조건 모두를 만족시켜야 한다.

가. KCI급 학술지 혹은 <위원회>가 인정한 국제학술대회 발표지에 자신의 학위논문 주제와 관련된 분야의 논문 전문 게재로서 

기여도 합이 150% 이상. 단 저자 2인 이상인 논문 기여도 평가는 [별표1]에 따른다.

나. SCI급 학술지 논문 게재(예정). 이때 논문의 제1저자나 교신저자가 되어야 한다.

[별표 1]  논문 공동저자 기여도 평가표

저자수
순위 1 2 3 4 5 이상

1 100 95 90 85 80

2 70 60 50 40

3 50 40 30

4 30 20

5 이내 10

  

※ SCI에 등재된 외국학술지나 그와 동등한 학술지에 게재된 경우 상기비율을 2배까지 상향할 수 있다.

※ KCI 등재지 이상에 게재된 경우에 한한다. 또한 교신저자의 경우, 제1저자에 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