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ollection

학위논문 제출 안내 개요
[제출 순서]

학위논문
최종본 완성

정리실에
제출

제출일정
확정 및
최종본
심사 확정

①~③ 모두 지참 후
정리실 방문

[준비물]
∙ 반드시 최종 승인 이후 도서관 방문 제출 (제출장소 : 중앙도서관 4F 정리실)
: ➀ 제출확인서 ➁ 저작권동의서 ➂ 논문(책자본) 3권

[문의처]
∙ 일반대학원

☏ 042.629.7222

∙ 교육대학원

☏ 042.629.7232

∙ 사회문화·행정복지대학원

☏ 042.629.8098

∙ 경영·국방전략대학원

☏ 042.629.7234

∙ 학제신학대학원

☏ 042.629.8067

∙ 중앙도서관 정리실 (온라인 제출)

☏ 042.629.7914

1. dCollection 접속 방법

1) 한남대학교 중앙도서관(https://hanul.hannam.ac.kr)에 접속
2) 학술연구정보서비스 – 학위논문제출 클릭

3)

dCollection 사이트로 이동하면 우측 상단의 로그인 클릭

2. 로그인 이용안내

1) 처음 이용하시는 분은 로그인 페이지의 “제출자 로그인인증” 아이콘 클릭 후
제출자 인증

2) “아이디(학번)”, “이름”, “메일주소”를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한 메일주소로 인증메일 발송

3) 수신된 인증메일 내용의 링크를 클릭하면 제출자 비밀번호 설정 페이지로 이동

4) dCollection 시스템에서 사용할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버튼을 클릭하면
인증처리 완료
* 비밀번호는 영문, 숫자, 특수문자 조합으로 10~16자리만 가능

3. 자료제출

1) 상단의 “자료제출” 또는 “학위논문 제출”을 클릭

2) 제출안내 페이지에서 “자료제출”을 클릭

3-1. 제출자 정보

※ 논문의 승인 및 반송여부는 입력한 연락처와 메일주소로 통보되므로 꼭 정확하게 입력

3-2. 논문정보입력

본문 초록을 Ctrl+C, Ctrl+V

본문에 영문 초록(Abstract)이 있다면
Ctrl+C, Ctrl+V
∙ 제목

표지의 논문제목을 입력 (책자와 동일)

∙ 부제목

부제목을 입력 (해당자만 입력)

∙ 제목(제2언어)

제2언어로 제목을 입력 (해당자만 입력) / 부제목이 있는 경우 : (쌍점)으로 구분

∙ 저자

저자명을 한글로 입력

∙ 저자(제2언어)

저자명을 영문으로 입력

∙ 소속

저자의 소속기관 (ex. 한남대학교) 를 입력

∙ 주제(키워드)

1개 이상의 주제어를 입력시에는 ,(쉼표)로 구분하여 추가

∙ 초록/요약

본문에서 초록을 복사하여 입력 (책자와 동일)
2개 이상인 경우 [추가]를 누르고 입력한 뒤 해당언어를 선택

★목차의 제목과 쪽수가 본문과 동일해야 함★
본문 목차를 Ctrl+C, Ctrl+V 한 후,
목차의 각 항목과 페이지 간의 점 삭제
ex) 1.ˇ서 ˇ ˇ 론ˇㆍㆍㆍˇ1 ⇒ 1.ˇ서론ˇ1

∙ 목차

본문에서 복사하여 입력하며, 페이지 쪽 번호 입력 필수 (표/그림 목차는 생략)
목차의 각 항목 간의 공백 삭제, 목차 하위 계층은 한 단계씩 들여쓰기 필수

∙ 발행기관

소속대학교명과 대학원명을 입력 (ex. 한남대학교 사회문화·행정복지대학원)

∙ 지도교수

지도교수 성함을 입력

∙ 발행년도

논문 발행년도를 입력 (2022)

∙ 학위수여년월

학위 수여 받는 날짜를 입력 (2022.08)

∙ 학위명

석사 및 박사에서 수여 받는 학위를 입력

∙ 학과 및 전공

[학과 조회입력]에서 저자의 학과 및 전공을 선택

∙ 원문페이지

전제 페이지 수를 입력

∙ 본문언어

논문의 본문언어를 선택

3-3. 저작권 동의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동의가 원칙

1) 제출 논문의 저작권 동의 여부를 선택
2) 동의 하는 경우, 제출 논문은 PDF 파일 형태로 변환되어 이용자에게 서비스
3) 특허, 엠바고 등 별도 원문 게시일 설정이 필요한 경우 원문서비스 시작일 지정 가능

3-4. 저작권 비동의

1) 저작권에 동의하지 않는 제출 논문은 일반이용자에게 서비스되지 않지만,

관내의 이용자에 한해서는 원문보기가 가능
2) 공개가 원칙이나, 비동의한 경우는 해당 사유 입력
(예: 국가 안보, 특허 출원, 저널 투고 등)

3-5. 원문 등록

파일명은 반드시 학번

1) 제출 논문의 원문을 등록하며 파일명은 학번으로 저장
2) 1개의 파일로 만들어 등록하는 것을 권장하나 2개 이상 인 경우 순서대로 등록
(PDF파일이 시스템 변환 시 오류가 가장 적음)

3)

제출 파일에 빈 페이지 모두 제거 후 업로드

4)

암호가 걸린 경우는 파일 암호 해제 후 업로드

5)

파일이 깨지는 경우가 있으니 정상적으로 열리는 지 확인

6) 업로드가 완료되면 제출완료를 클릭

3-6. 제출확인

책갈피는 입력하지 않음

1) 제출한 논문정보가 제대로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
2) 제출내역의 논문 상태가 미완료일 경우에만 수정 가능
3) 반드시 논문 제출 후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

3-7. 제출내역조회

논문상태
미완료

상세 내용
논문 제출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상세화면으로 이동 후 제출완료를 선택하세요.

논문제출 접수완료

논문의 제출이 완료 되었으나, 관리자 승인 전 상태입니다.

논문제출 접수완료

제출된 논문을 관리자가 처리중에 있습니다

서비스중
재제출
반송

제출된 논문이 관리자 검증이 끝난 후, 서비스 전 단계입니다
반송된 논문을 재제출 완료한 경우입니다.
특정 사유로 인해 관리자에 의해 논문이 반송된 경우입니다.
개인공지에서 반송사유를 확인하고 제출내역조회에서 반송논문의
상세화면으로 이동하여 내용을 수정한 후 재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1) 제출 논문의 내역 확인, 상세정보 수정 및 관리자의 처리 상황 확인 가능
2) 승인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평일 기준 약 1~2일 정도 소요
3) 제출한 논문을 관리자가 승인을 한 경우 “저작권동의서” 및 “제출확인서” 출력 가능

4. 유의사항
① 반드시 완제본(책자) 논문과 내용, 편집, 구성이 동일한 파일 제출
② 학위논문은 본인이 제출하는 것이 원칙
③ 파일 내 인준서는 심사위원 도장(사인) 생략 가능
* 일반대학원은 감사의 글과 초록(Abstract) 필수
④ 저작권동의서에 본인 서명 후 제출
⑤ 온라인 및 책자 제출은 대학원별 정해진 제출 일자까지 제출

* 제출 일정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각 대학원에 문의
⑥ 표지의 년월은 학위수여년월로 기입 (예: 2022. 02 / 2022. 08)
⑦ 표지와 인준서는 쪽수 표기 생략
⑧ 본문(서론) 시작 전까지의 쪽수는 로마숫자(소문자)로 기입
(예: 목차, 감사의글, 초록 등)

단, 각 대학원 논문 작성 방식에 따라 변경 가능
⑨ 목차의 제목과 쪽수가 본문과 동일해야 함
⑩ 파일 내 빈페이지는 삭제
⑪ 파일명은 반드시 학번으로 저장해서 등록
⑫ 파일 등록 시 복수의 파일 인 경우 반드시 문서 순서대로 등록

5. 최종 승인 후 책자본 제출
[제출 준비물]
: 저작권동의서, 제출확인서, 논문(책자형태) 3권

[제출 장소]
: 중앙도서관 4층 정리실 (엘리베이터 맞은 편)

[제출 일정]
교육대학원

2022. 06. 07 ~ 06. 09

경영·국방대학원

2022. 06. 13 ~ 06. 17

사회문화·행정복지대학원

2022. 06. 13 ~ 06. 17

학제신학대학원

2022. 06. 16 ~ 06. 17

일반대학원

2022. 06. 20 ~ 06. 29

[제출 시간]
: 월~금요일 09: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문의처]

논문 작성 관련 문의
(형식, 규격 등)

온라인 제출 문의

∙ 일반대학원

☏ 042.629.7222

∙ 교육대학원

☏ 042.629.7232

∙ 사회문화·행정복지대학원

☏ 042.629.8098

∙ 경영·국방전략대학원

☏ 042.629.7234

∙ 학제신학대학원

☏ 042.629.8067

∙ 중앙도서관 정리실

☏ 042.629.7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