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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퍼스/스쿨별 자체 학위수여요건 설정 현황 (2020.7. 기준)
구 분

자체 학위수여요건

전공별 학위수여요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스쿨(KICT School)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스쿨(KIST School)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스쿨(KRIBB School)

○

한국화학연구원 스쿨(KRICT School)

○

국가핵융합연구소(NFRI)

○

극지연구소(KOPRI)

○

○

한국식품연구원 스쿨(KFRI School)

○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

○

○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스쿨(KRRI School)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

한국기계연구원(KIMM)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

한국전기연구원(KER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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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스쿨(KICT School) 자체 학위수여요건
2013년 전기 신입생부터
박사 및
통합과정

- 해외학술지(SCI, SCIE)에 제1저자로 1편 게재
- 국제학술발표(구두)를 1편 이상
※ 위 세부요건 2가지를 동시에 만족하여야 함.

석사과정

- 국내학술지(등재지) 또는 해외학술지(SCI, SCIE)에 1편 이상 게재(공저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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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스쿨(KIST School) 자체 학위수여요건
2018년 전기 신입생부터

박사 및
통합과정

- 바이오-메디컬 융합 전공
· SCI급(SCIE, SSCI) 학술지 1저자 2편 이상 게재
※ 단, 요건 미충족 시, 논문심사위원회 및 전공교수회의에서 대상자의 연구실적에 대해
종합적인 재검토 후 졸업여부 결정
- 에너지-환경 융합 전공
· SCI급(SCIE, SSCI) 학술지 1저자 2편 이상 게재
- 나노-정보 융합 전공
· SCI급(SCIE, SSCI) 학술지 1저자 2편 이상 게재 또는 SCI급(SCIE, SSCI) 학술지
1저자 1편 이상 게재 및 국제학회 Oral 발표 1회 이상
※ 국제학회 인정범위 등 세부 기준안은 전공교수회의에서 결정
- 공통(전공 무관, 아래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졸업 가능)
· TOPIK 3급 이상 제출
· 학위청구논문제안 심사 시 한국어로 발표(질의응답의 경우 영어로 가능)

석사과정

- UST 기준과 동일
※ 외국인 학생은 TOPIK 2급 이상 제출

- 전공별 학위수여요건
전공필수과목 이수 대상 전공명

시행일

적용대상

2019.03.01.

2019년 전기 입학자부터*

바이오-메디컬 융합
에너지-환경 융합
나노-정보 융합

* 이전 입학생에게 적용할 경우 대상 학생 및 지도교수를 대상으로 반드시 개별통보하고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한 구제방안 마련을 필수조건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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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스쿨(KRIBB School) 자체 학위수여요건
모든 학생(입학시기 무관)

박사 및
통합과정

- 주저자(First author등)로서 발표한 SCI(E) 연구논문의 IF 합이 6 이상
※ 전공별 또는 지도교수에 따라 상향 가능
※ 다만, First author로서 SCI(E) 연구논문을 1편 이상 발표하였을 경우 review
article도 졸업적격심사에 포함 가능
※ 2015년 전기까지 입학한 학생 중 스쿨교수회의에 졸업 심의를 신청한 학생에
한하여 IF 합 5 이상

석사과정

- 국내·외 SCI(E) 연구논문 1편 이상 게재 (공동저자 인정)

4. 한국화학연구원 스쿨(KRICT School) 자체 학위수여요건
2017년 후기 신입생부터
박사 및
통합과정

- SCI급(SCIE, SSCI) 학술지 2편 이상 게재
※ 단, 1편 이상은 반드시 1저자로 게재

석사과정

- SCI급(SCIE, SSCI) 학술지 1편 이상 게재
※ 학술대회 발표 불인정

5. 국가핵융합연구소(NFRI) 자체 학위수여요건
2011년 전기 입학생부터
박사 및
통합과정

- UST 기준과 동일

석사과정

- 국내·외 학술지에 논문 1편 이상 게재(공저자 인정)
- 국제 학술대회 Oral발표 1회 이상
※ 위 각 세부요건 중 한 가지 이상 만족하여야 함

6. 극지연구소(KOPRI) 자체 학위수여요건
2012년 전기 신입생부터 2014년 후기 신입생까지
박사 및
통합과정

- SCI 연구논문 2편 이상(최소 1편은 주저자)

석사과정

- 국내‧외 SCI(E) 또는 학진등재 연구논문을 1편 이상 게재(공저자 인정)

박사 및
통합과정

- SCI(SCI(E) 포함) 연구논문 2편 이상 게재(최소 1편은 주저자)
- 전공강좌 중, 타대학 교류수학을 통한 전공 6학점 이상 취득
※ 위 세부요건 2가지를 동시에 만족하여야 함

석사과정

- 국내·외 SCI(E) 또는 학진등재 연구논문을 1편 이상 게재(공동저자 인정)
- 전공강좌 중, 타 대학 교류수학을 통한 전공 6학점 이상 취득
※ 위 세부요건 2가지를 동시에 만족하여야 함

2015년 전기 신입생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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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별 학위수여요건
전공필수과목 이수 대상 전공명

시행일

적용대상

극지과학

2019.03.01.

2019년 전기 입학자부터*

* 이전 입학생에게 적용할 경우 대상 학생 및 지도교수를 대상으로 반드시 개별통보하고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한 구제방안 마련을 필수조건으로 함

7. 한국식품연구원 스쿨(KFRI School) 자체 학위수여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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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전기 입학생부터
박사 및
통합과정

- SCI, SCIE 전문학술지에 2편 이상 게재(단, 1저자로 1편 이상 논문 게재)

석사과정

- SCI, SCIE 전문학술지에 1편 이상 게재(공저자 인정)
2019년 전기 입학생부터

박사 및
통합과정

- SCI, SCIE 전문학술지에 3편 이상 게재(단, 1저자로 2편 이상 논문 게재)

석사과정

- SCI, SCIE 전문학술지에 1편 이상 게재(공저자 인정) 또는
국제학술대회 제1저자 발표(구두 및 포스터 발표 인정)

- 전공별 학위수여요건
전공필수과목 이수 대상 전공명

시행일

적용대상

식품생명공학**

2019.03.01.

2019년 전기 입학자부터*

* 이전 입학생에게 적용할 경우 대상 학생 및 지도교수를 대상으로 반드시 개별통보하고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한 구제방안 마련을 필수조건으로 함
** 박사 및 통합과정 학생이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경우 예외로 하는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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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자체 학위수여요건
2011년 전기 입학생부터
박사 및
통합과정

- (필수) 국내 외 SCI(E) 연구논문 1편 (주저자, 교신저자에 한함)
- 국내 등재학술지 또는 등재후보학술지 연구 논문 2편 (주·교신저자에 한함)
※ 첫 번째 요건을 포함하여 두 가지 이상 만족하거나 첫 번째 요건을 두 배수로
달성하여야 함

석사과정

- 국내·외 SCI(E) 연구논문 1편 이상 게재 (주저자, 교신저자에 한함)
- 국내 등재학술지 또는 등재후보학술지에 연구논문 2편 이상 게재
(주저자 및 교신저자 1편 반드시 포함)
※ 위 세부요건 중 한 가지 이상 만족하여야 함.

9.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 자체 학위수여요건
2011년 전기 신입생부터 2016년 후기 신입생까지
박사 및
통합과정

- UST 기준과 동일

석사과정

- 국내외 등재학술지 이상의 전문학술지에 논문 1편 이상 제1저자로 게재
2017년 전기 신입생부터

박사 및
통합과정

- UST 기준과 동일

석사과정

- UST 기준과 동일

- 전공별 학위수여요건
전공필수과목 이수 대상 전공명
석유자원공학**
자원순환공학**

시행일

적용대상

2019.03.01.

2019년 전기 입학자부터*

* 이전 입학생에게 적용할 경우 대상 학생 및 지도교수를 대상으로 반드시 개별통보하고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한 구제방안 마련을 필수조건으로 함
** 박사 및 통합과정 학생이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경우 예외로 하는 전공

10.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스쿨(KRRI School) 자체 학위수여요건
- 전공별 학위수여요건
전공필수과목 이수 대상 전공명

시행일

적용대상

교통시스템공학**

2019.03.01.

2019년 전기 입학자부터*

* 이전 입학생에게 적용할 경우 대상 학생 및 지도교수를 대상으로 반드시 개별통보하고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한 구제방안 마련을 필수조건으로 함
** 박사 및 통합과정 학생이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경우 예외로 하는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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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자체 학위수여요건
- 전공별 학위수여요건
전공필수과목 이수 대상 전공명

시행일

적용대상

선박해양공학

2019.03.01.

2019년 전기 입학자부터*

* 이전 입학생에게 적용할 경우 대상 학생 및 지도교수를 대상으로 반드시 개별통보하고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한 구제방안 마련을 필수조건으로 함

12. 한국기계연구원(KIMM) 자체 학위수여요건
- 전공별 학위수여요건
전공필수과목 이수 대상 전공명

시행일

적용대상

2019.03.01.

2019년 전기 입학자부터*

나노메카트로닉스**
플랜트기계공학**

* 이전 입학생에게 적용할 경우 대상 학생 및 지도교수를 대상으로 반드시 개별통보하고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한 구제방안 마련을 필수조건으로 함
** 박사 및 통합과정 학생이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경우 예외로 하는 전공

13.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자체 학위수여요건
- 전공별 학위수여요건
전공필수과목 이수 대상 전공명

시행일

적용대상

2019.03.01.

2019년 전기 입학자부터*

신에너지 및 시스템공학**
재생에너지공학**

* 이전 입학생에게 적용할 경우 대상 학생 및 지도교수를 대상으로 반드시 개별통보하고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한 구제방안 마련을 필수조건으로 함
** 박사 및 통합과정 학생이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경우 예외로 하는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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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한국전기연구원(KERI) 자체 학위수여요건
- 전공별 학위수여요건
전공필수과목 이수 대상 전공명

시행일

적용대상

전기기능소재공학

2019.03.01.

2019년 전기 입학자부터*

* 이전 입학생에게 적용할 경우 대상 학생 및 지도교수를 대상으로 반드시 개별통보하고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한 구제방안 마련을 필수조건으로 함

15. 그 밖의 스쿨/캠퍼스
모든 학생
박사 및 통합과정

- UST 기준과 동일

석사과정

- UST 기준과 동일

16. 공통사항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가 저자 소속으로 명기 되어야
졸업요건으로 인정함

4) 관련문의
- 홍성욱, 학생팀 (042-865-2332, graduation@ust.ac.kr)

Q.

연구실적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는 무었인가요?

A.

저널명(학회명), 논문명(발표명), 저자순, UST 표기 여부, 발표형태(Oral or Poster) 등 게재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일체를 말합니다.
예)

구분

학술지 게재

학회 발표

증빙
서류

Full paper 또는
Acceptance Letter

책자 표지 및 초록 또는 Acceptance Letter,
참석사진 등

※ 2018년 발생 학술지 실적부터는 논문표절검사(turnitin 등*)를 실시하고 증빙자료(독창성 보고서 또는
디지털영수증)를 첨부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 turnitin, 카피킬러, eTBLAST 등 공인된 표절검사프로그램은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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