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시 면제

GLS->신청자격관리->시험신청
(신청완료 후 반드시 신청내역 확인)

GLS->신청자격관리->시험신청에서 신청 후 
공학어학성적표 행정실에 제출

논문제출자격시험 응시 및 면제 신청방법 안내

<2014학년도 2학기 논문제출자격시험 일정>

 1. 응시(면제)신청 : 2014. 9. 2.(화) ~ 9. 5.(금), GLS

 2. 시험일자 : 2014. 9. 20.(토) 09:00~

 3. 결과발표 : 2014. 10. 11.(토), GLS

※논문제출자격시험은 학위취득을 위한 논문작성을 위해 합격해야 하는 시험이며,
외국어과목과 전공과목으로 구분합니다.

1. 응시자격 및 응시과목
① 외국어과목

응시자격 응시과목 면제기준

재학생, 수료생 영어 2페이지 참조

② 전공과목

과정 응시자격
응시
과목

면제
기준

석사 15학점이상 취득자(3기생), B학점 이상, 안전교육 이수자
2페이지 
참조

박사 27학점이상 취득자(4기생), B학점 이상, 안전교육 이수자

석박통합 39학점이상 취득자, B학점 이상, 안전교육 이수자

2. 시험 안내 
► 매 학기 1회 실시하며, 과목당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함
►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불합격한 과목에 한하여 다음 학기에 재응시 할 수 있음

3. 논문제출자격시험 신청방법
► 외국어과목

► 전공과목

응시 면제

GLS->신청자격관리->시험신청(신
청완료 후 반드시 신청내역 확인)

수학과 
(2013학번까지 해당)

GLS->신청자격관리->시험신청

물리학과 학과사무실에서 신청

4. 유의사항
① 석박통합과정포기생(석박통합포기원서를 제출한 자)은 석사과정의 과목으로 

응시하여야 합니다.
② 응시 신청 마감 후에 교시별로 과목이 배정되므로, 추후 공지되는 시험 시간표와 

고사장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고사장에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미지참 시 응시에 

제한이 있음)
④ 추가 접수는 불가하오니,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⑤ 시험 결과는 합격/불합격으로만 공개되며, 결과 발표일에 GLS 신청내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논문제출자격시험(전공과목) 응시과목

학과 교시
석사과정 박사과정

비 고
교과목명 교과목명

생명
과학과 1/2/3

분자세포생물학, 생화학특론, 유전학특
론, 식물계통분류학, 동물생리학특론, 신
경생물학, 생태학특론, 식물분자생리학
특론, 미생물생리학특론, 당쇄생물학, 식
물홀몬학, 분자생물학특론, 바이러스학
특론, 면역생리학, 식물분류학특론, 단백
질상호작용론, 의과학연구방법론, 분자
신경유전학특론,진화학특론(택3)

식물유전공학특론, 내분비학, 식물생분류학,
해양생태학, 분자생식생물학, 유전체기능학,
단백질체학, 세포면역학특론, 미생물유전자발
현조절, 당쇄신호전달, 바이러스성질환, 구조
생물학특론, 분자의과학특론, 생리활성물질개
발론(택3)

수학과

1 실해석학1, 고급대수학1(택1) 고급편미분방정식, 응용수학특강
함수해석학, 기하학세미나, 대수학세미나,
수학적모델링, 확률통계세미나, 해석학세미나
금융및보험모델링세미나,
대수및기하모델링세미나(택2)

2
수치해석론, 고급미분기하학, 금융수학
위상수학, 응용편미분방정식,확률통계학
수학적모델링입문(택1)

물리
학과

1 고전역학 고체물리학1, 핵물리학1/입자물리학1
기초음향학(택1)

*박사과정
1. 본교 출신: 1교
시, 1과목 응시
2. 타교 출신: 3과
목 응시
3. 석박사통합: 3
과목 응시

2 대학원전자기학 대학원전자기학

3 대학원양자역학1 대학원양자역학1

4 통계역학

화학과 1/2
고급물리화학1, 고급유기화학1,
고급무기화학, 고급분석화학1
고급생물화학,고분자화학특강(택2)

고급물리화학2, 유기화학반응론1
무기화학특론1, 기기분석특론
생물유기화학(택2)

물리화학융
합협동과정 1/2

나노물리화학특론1,나노물리화학특론2
나노물리화학특론3,나노물리화학특론4
(택2)

나노물리화학특론1,나노물리화학특론2
나노물리화학특론3,나노물리화학특론4(택2)

6. 논문제출자격시험 면제기준

학과
전공과목

외국어과목
석사 박사

생명과학과 - -

1. 토플(TOEFL): 550점(PBT),
213점(CBT) 또는 79점(iBT) 이상 
취득자
2. 토익(TOEIC): 700점 이상 취득자
3. 텝스(TEPS): 700점 이상 취득자
4. 지텔프(G-TELP): 2등급 60점 또는 
3등급 80점 이상 취득자
5 .석사학위과정 재학생 중 
성균어학원에서 개설하는 외국어과목 
대체강좌를 수강하여 시험에 합격한 
자
6. 영어권국가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자(대상굮가는 
학과학사관리위원회에서 이를 
정한다)

수학과

2013학번까지
A+ 학점을 취득할 경우 
해당과목 면제(단, 2과목 중 
1과목만 면제)

-

물리학과

2014학번부터
평점평균 3.5이상이면서 
SCI저널에 제1저자 또는 
주저자로 논문 게재 또는 
게재승인을 1편 이상 받은자

2014학번부터
평점평균 3.5이상이면서 SCI저널에 
제1저자 또는 주저자로 논문 게재 
또는 게재승인을 2편 이상 받은자

2013학번까지
1. A등급 이상 취득자 
중에서 수강인원 1/3이내 
해당자
2. 학과 별도의 자격시험에 
통과한 자

2013학번까지
1. 석사과정의 전자기학, 양자역학 
A등급 이상 이수자로 전공과목에 
합격한 자
2. 대학원위원회(물리학)에 석사과정의 
성적표를 제출한 자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3과목 중 2과목 면제

화학과 - -

물리화학융합
협동과정 - -

자 연 과 학 대 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