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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기독교학대학원� (교학팀:� 02-820-0098,� 0099)

【기독교상담학과 석사학위논문 가이드라인】1)

1. 기관윤리심의위원회(IRB) 신청 및 승인 절차 
 : IRB 심의 및 승인 후 설문지 배포 가능 
 ※ 박사학위 논문은 IRB 심의가 필수이나,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에는 심의신청/심의면제 서류 제출 

후 심의면제 통보를 받은 이후에 진행되기도 함. 따라서 반드시 미리 지도교수와 상의 필요

§ 제출기관: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총무감사팀(Phone 02-820-0109)
  -mail 및 온라인 서류 제출 불가 
  -IRB는 위원회가 열리는 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으므로 논문 일정에 맞추어 미리 준비 

§ 제출서류

1) 본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입학 후 2학차때 논문졸업을 결심하고, 3학차 때 본격적으로 논문작업을 시
작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기술된 것입니다. 논문 중간 및 최종 심사는 4학차 이상 때에 진행됩니다. 

   논문졸업을 목표로 하는 원우들은 반드시 연구방법론 수업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 이 가이드라인의 내용 외 기타 사항은 기독교상담학과 주임교수에게 문의하기 바랍니다. 
   

해당분야  제출 서류

 공   통

-[서식 1] 생명윤리심의 요청서
-[서식 2] 생명윤리준수 서약서
-[서식 4] 이해상충 서약서(연구자용)
-[서식 8] 연구계획서(IRB심의용)
-[서식6] 피험자 동의서
        피험자 설명자료(별도)
-[서식7] 피험자 동의면제 사유서 (동의면제의 경우)
-연구자 교육 이수 이력 증빙
(예시: 연구윤리관련 교육 이수증)

생명윤리 심의의 
경우

-[서식 15] 심의 사항 점검표
-[서식 16] 피험자 설명문 및 동의서 점검표
-[서식 17] 동의 면제 점검표(해당시)

생명윤리 심의 
면제의 경우

-[서식 5] 심의면제 신청서
-학과(부)장 확인서 및 대학원 주임교수 확인서 
- 설문지 또는 면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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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지 배포 
§ 오프라인 
   - 하드카피로 출력하여 배포  
§ 온라인 
   - NAVER OFFICE에서 설문조사 폼을 사용하여 작성하고 온라인 링크 배포 
   - Google 설문지를 사용하여 설문지 작성 후 온라인 링크 배포  

3. 논문 작정 시 참고문헌 검색 및 대여 방법
§ 숭실대학교 도서관 
   - 숭실대학교 도서관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자료 검색 
§ RISS 
  - 숭실대학교 도서관 로그인 후 RISS에 접속하여 검색 
  - 문헌복사 신청 가능
   ▶ 문헌복사신청이 가능한 도서관이 있으나 복사신청이 RISS를 통해 불가능할 경우, 
     소장도서관에 연락하여 문헌복사 가능여부 확인 후, 숭실대 도서관을 통하여 
     신청 가능 
§ 공공도서관지원서비스(https://books.nl.go.kr/PU/main/index.do)에 접속 후, 
   책바다/책이음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호대차 가능
§ Google 학술검색(https://scholar.google.com/schhp?hl=ko&as_sdt=0,5)서비스에서 검색
§ 아마존(https://www.amazon.com)에서 킨들(kindle) 이북서비스를 사용하여 
   자료 대여 및 구매 가능 

 【연구윤리교육 수강신청 및 안내】

  1)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사이트에 접속 
      https://www.kird.re.kr/portal/home/mainAction.do

  2) 회원가입 & 가입 시 입력사항 
    - 기관명: 숭실대학교
    - 부서명: 기독교학대학원
    - 직위: 대학원생
    - 직무분야: 연구개발

  3) 로그인 후 ‘교육과정’ 탭의 ‘교육신청’ 클릭 -> ‘온라인 교육’ 클릭 
     ->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윤리(인문사회계)’ 검색 후 수강신청 
     -> 수강신청 후 기간 내에 수강하여 수료기준을 충족하면 수료증 발급 
 
  ※ 연구윤리교육 수료증 학과 사무실에 제출

https://scholar.google.com/schhp?hl=ko&as_sdt=0,5
https://www.amazon.com
https://www.kird.re.kr/portal/home/mainActi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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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피킬러 사용방법(매뉴얼)】
  ▶ 카피킬러캠퍼스 접속 방법
    숭실대학교 u-SAINT 포털 시스템(http://saint.ssu.ac.kr) 사이트 로그인 후 
    ‘자주찾는 메뉴’ 탭에서 ‘카피킬러’ 클릭

    ∙검 사 명: 본인이 구분 가능한 이름으로 입력
    ∙문서구분: 검사문서
    ∙비교범위: 현재첨부문서, 카피킬러DB 선택
    ∙검사설정: 인용/출처표시문장‘제외’, 법령/성경 포함문장 ‘제외’, 목차∙참고문헌 ‘제외’
    ∙표절기준: ‘6’어절 이상 일치, ‘1’문장 이상 일치

 ▶ 자세한 사용방법은 ‘카피킬러 캠퍼스 사용매뉴얼’ 참조
     https://ssugrad.copykiller.com/document/1464671242/index.html

 ▶ 카피킬러 캠퍼스 사용 매뉴얼 동영상 
    1편: 카피킬러 캠퍼스 소개 및 출처생성기
     https://www.youtube.com/watch?v=IDyXUz0vIsc
    2편: 문서 업로드 및 검사 설정 방법 
     https://www.youtube.com/watch?v=zBPFeYwpVLs
    3편: 문서 검사 결과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3aUY0Y35bRE

 ▶ 문서에서 설문지 제외 후 카피킬러 검사 
    : 설문지로 인해 표절률이 높아 질 수 있음  

http://saint.ssu.ac.kr
https://ssugrad.copykiller.com/document/1464671242/index.html
https://www.youtube.com/watch?v=IDyXUz0vIsc
https://www.youtube.com/watch?v=zBPFeYwpVLs
https://www.youtube.com/watch?v=3aUY0Y35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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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간심사
 ∙학기초에 심사 일정 확인 후, 석사학위논문 중간심사요지를 학과사무실에 제출
 ∙중간심사일: 대체로 1학기에는 4월 마지막주, 2학기에는 10월 마지막주로 정해짐
 ∙심사일 일주일 전까지 각 심사위원들에게 가제본과 카피킬러 결과보고서(요약보기) 제출
 ∙석사학위논문 중간심사 결과보고서에 서명 후, 심사위원장에게 전달
    ▶ 학위논문 심사요지와 결과보고서 양식은 기독교학대학원 양식자료실에서 확인  
 

5. 최종심사
 ∙중간심사에 통과된 경우, 심사 일정 확인 후, 석사학위논문 최종심사요지를 학과사무실에 제출
 ∙최종심사일: 대체로 1학기에는 5월 마지막주, 2학기에는 11월 마지막주로 정해짐 
 ∙심사 일주일 전까지 아래 자료(가제본, 논문수정대조표, 카피킬러 결과보고서, 최종심사결

과보고서)를 각 심사위원들에게 제출
   - 가제본 
   - 논문수정대조표
     ▶ 중간심사에서 나온 각 심사위원 별 코멘트를 반영하였다는 내용을 요약한 수정 대

조표를 작성하여 제출 
   - 카피킬러 결과보고서(상세보기)  
   - 석사학위논문 최종심사 결과보고서에 서명 후, 심사위원장에게 전달 

6. 최종수정 및 확인 / 인준서에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
 ∙최종심사 피드백 수정 후 가제본 한권 제본 
 ∙가제본 한권에 각 교수님별 수정사항 표시
 ∙지도교수 포함, 각 심사위원 교수님께 직접 방문하여 수정사항 확인 후, 인준서 날인(3장 이상)
     ▶대학원 홈페이지의 학위논문 양식에서 해당 페이지 인쇄 
     ▶인준서 출력 시, 학위논문 양식에 맞게 여백 확인하기 

v 카피킬러보고서(기본보기)에 지도교수 날인 후 제출하기
  ∙최종 수정사항 확인 차 방문 시 카피킬러보고서(기본보기)를 출력하여 
   지도교수님께 서명 받기 
   

7. 학위논문 원문파일 제출(디콜렉션)
  ∙ 숭실대 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학과사무실에 연락하여 원문 파일 제출(업로딩)일정 확인
     ▶ 업로드 기한 엄수  
  ∙ 제출방법
    - 도서관 홈페이지(http://oasis.ssu.ac.kr) ‘연구학습지원’탭의 ‘학위논문제출’ 접속
    - 숭실대 디콜렉션 페이지(http://oasis.dcollection.net) 접속 후 업로딩 
  ∙ 본교 학위논문 온라인제출 매뉴얼 참조 

http://oasis.ssu.ac.kr
http://oasis.dcollectio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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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쇄소에 학위논문 완본 책자 제본 요청 
  

9. 학위논문 완본 책자 및 서류를 교학팀에 제출
  ∙석사학위 완본 책자 4부
  ∙인준서 원본 1부
  ∙저작권 동의서
    : 학위논문 제출사이트의 제출내역 확인 메뉴에서 ‘승인’ 확인 후 출력
  ∙카피킬러 결과보고서(기본보기) 1부
    : 지도교수 날인 후 제출 

10. 각 심사위원 교수님께 학위논문 완제본 전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