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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프로젝트의 필요성 

논문석사 vs. 교과석사 1 



 새로운 생각이 포함된 연구논문 
 자신만의 독창성이 필요함 
 다른 사람이 읽고 도움이 될 정도의 가치가 

있어야 함 
 (논문 심사 전에 학술대회에 내용을 발표함) 
 (표준 양식에 의거 집필, 학교 도서관에 보

관, 공공기관 기록, 후속 연구자가 참고 인
용 가능) 

논문석사 교과석사 

  자신의 유용한 경험이나 사실들을 정리 
  창의성은 적어도 가능 
  다른 사람이 읽고 싶어 할 정도의 가치 있
어야 함 

  작성의 기본 절차 방법 등은 논문과 동일 
  (학교 표준 양식 참고하여 집필, 학과 보
관, 다른 연구자의 참고 어려움, 공개되지 
않는 자료와 비슷한 관리) 

창의성 유용성 

논문석사 vs. 교과석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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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이수요건 

졸업요건  : ① 학점이수     ② 논문(논문석사) 및 프로젝트 보고서(교과석사) 발표 및 제출 
                ③ 공인영어성적표 제출(제출일 기준 2년 이내의 공인성적표 제출) 
 
수여학위  :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음 
① 공학석사(MS): Master of Science  in  Future Strategy  (Intellectual Property)  
② 경영학석사(MA): Master of Arts in Future Strategy (Intellectual Property) 
 
수강신청(연구학점)   
 ①  논문석사 : 논문연구 I(3학점) , 논문연구 II(3학점)   
 ②  교과석사 : 개별연구 (3학점)      

구분 
공 통 전 공 

계 연구  총취득 학점 비 고 
필수 기초공학필수 전공필수 선택 

논문석사 3 및 1AU 7.5 6 10.5 27 6 33 

교과석사 3 및 1AU 7.5 6 19.5 36 3 39 

논문석사 vs. 교과석사 1 



교과석사  논문석사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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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석사   교과석사 
: 2년차 마지막 학기에 개별연구 교과목 수강신청이 완료되어야 함 
*논문연구 학점은 교과석사 연구학점(개별연구)으로 인정되지 않음. 
*교과석사 이수신청서 제출 기한 : 재학학기 기준 3학기 기간 중(2년차 봄학기 이내) 

교과석사   논문석사 
: 교과석사 학위 이수 취소시 6개월 경과 이후 졸업 가능 

논문석사 vs. 교과석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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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 

논문 연구방법    2 

이 세상은  
완벽하지 않다 문제의 발견 의미있는 문제 너무 쉬운 문제 

아님 
너무 어려운 문제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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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찾기 위해서는 항상 머릿속에 담고 다니며 생각 필요 

논문을 몇 개 읽어볼 필요 있음 

(ex. 저널리즘, 지식재산, 미래전략 연구 등) 

문제의 정의 문제의 발견 

연구의 핵심 

논문 연구방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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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세가지 중 한가지라도 만족 

논문 3 요소 

문제가 
새로운  
것인가? 

방법이 
새로운  
것인가? 

결과가 
새로운  
것인가? 

논문 연구방법    2 



결 론 

가설.설정 
 .(연구문제) 

문제의 
 .정의 

검증방법 
 (실험, 통계) 

논문작성 프로세스 

논문 연구방법    2 



11 

결론 

요약 

- 초보자의 경우에 작성 순서 (본론 -> 결론 -> 서론 -> 요약) 
- 처음에 구상하였던 서론, 결론이 본론을 완성 후에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음 

- 즉, 연구 내용을 정리 설명하는 스토리텔링이 바뀌는 경우 많음 

목적, 배경, 연구 동기, 
가설, 선행연구 

방법, 데이터, 가설검증 

해석, 결론, 추후 과제 

참고 문헌 

논문작성 프로세스 

논문 연구방법    2 

본론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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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및 목적 
◎ 연구 문제 
◎ 선행연구 (비판 포함) 
◎ 연구방법 (어떻게 결과를 도출할 것인가, 객관화 시킬까?) 
◎ 예상되는 연구결과 
◎ 논문/프로젝트의 목차 
◎ 창의성 여부 (문제, 방법, 결과 중에 어느 것?)    *논문에만 해당 

 
 모든 발표자는 심사 지적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최종 결정을 기다림. 
 예비 심사 불합격자는 심사위원 개인별로 심사 (이메일)를 받아 결과를 학과에 제출함. 
 

심사 (예비심사/본심사) 

예비심사 

3 



◎ 논문을 구두 심사 1주일 전에 심사위원께 제출 
◎ 구두 심사 (18분 발표, 22분 토론) 
◎ 논문 형식 검사 (KAIST 기준) 
◎ 논문 제출 
 
 판정의 종류 
  -합격 : 심사보고서와 논문에 사인 받아 제출 
  -조건부 합격 minor 수정 :    지도교수 재심사 결정 
  -조건부 합격 major 수정 :    전체 심사위원 재심사 
  -불합격 : 다음 학기 재심사 
 

본심사  

심사 (예비심사/본심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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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을 쓰면 (프로그램 제작) 프로젝트 대체 가능 (재편집 불필요) 
 
◎ 책의 내용 중에 창의적인 부분은 논문이 될 수 있음 (논문형식으로 재편집) 
 
◎ 책의 기획서를 사전에 지도교수님과 책임교수님께 제출하여 승인 받은 후 집필 
 
 
- 최종 프로젝트 보고서 대신 책 제출 
   (출판일이 늦어지는 경우 출판 계약서 제출로 대신하고, 나중에 책 제출) 
 
- 책의 기획서를  사전에 지도교수님과 책임교수님께 제출하여 승인 받은 후 집필 
 
- 공동저자 인정 안됨 
 

책 발간 대체 (프로젝트) 

심사 (예비심사/본심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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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선정 

지도교수 현황 

번호 담당교수 /소속 연구분야  이메일 

1  강태훈(인아이피 특허법률사무소)   특허거래, 가치평가, 특허출원  kangth@inip.co.kr 

2  박성필(KAIST)    IP 법 일반, IP 전략  sppark@kaist.ac.kr 

3  김광준(한국라이센싱 협회장)   특허출원과 소송전략, IP 금융  kjkim1@kaist.ac.kr 

4  김정중(K2G 파트너스)   IP 법 일반, 특허출원과 소송전략  jejkim@naver.com 

5  한상욱 (김앤장 )  지식재산 일반  swhan@kimchang.com 

6  전주영(KAIST)   확률적 미래예측, 리스크 추정(통계적 방법론)  j.jeon@kaist.ac.kr 

7  양재석(KAIST)   전산사회과학, 전산미래전략  yang@kaist.ac.kr 

8  이상윤(KAIST)   전략, 조직, 혁신, 학습  sangyoonyi@kaist.ac.kr 

9  서용석(KAIST)   미래학, 사회 변동론, 거버넌스  manoa@kaist.ac.kr 

10  성정현(법무법인 충정)  글로벌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상표사례  sjh@hmpip.com 

11  정재승(KAIST)   인공지능, 뇌공학, 블록체인   jsjeong@kaist.ac.kr 

12  연충규(법무법인 충정)  인공지능, 바이오 정보, 퍼지이론  yck@hmpip.com 

13  정승복(특허법인 가산)   특허출원실무   sungbokchung@kspat.com 

*  학과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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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현황 

번호 담당교수 /소속 연구분야 이메일 

14  이은경 (특허법인 태평양)  특허출원 및 소송전략  ekl@bkl.co.kr 

15  조원희 (법무법인 디 라이트)   IP 법 일반, 공정거래법  whc@dlightlaw.com 

16  최동진 (리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  IP 법 일반, 소송법  arthurchoy82@gmail.com 

17  김택성 (하합동 특허법률사무소)  특허경영, 특허출원, 분쟁대응  coolsky0815@gmail.com  

18  김희태 (특허청)  지재권 관련 국제조약, 협상  ht_kim@yahoo.com 

*  학과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도교수 선정 4 



7월 (1월) 8월 (2월) 9월 (3월) 12월 (6월) 

지도교수 신청 7월(1월) 신청-> 8월(2월)말 배정 

학위논문계획서 제출 12월(6월) 초 
  

예비심사 8월(2월) 말 예비 재심사 
9월(3월) 말 

학술 대회 발표 9월~12월 (3월-7월) 

본 심사 12월(6월) 초  
재심사 :12월(6월) 중순 

결과보고서 제출 
학위논문(인쇄본) 제출   12월(6월) 말 

 1월 초(7월) 

* 논문, 프로젝트의 일정 및 심사 방식 동일        * 외부 발표 시 저자는 학생과 지도교수, 소속은 KAIST와 직장 병기 

논문심사 및 제출일정 (괄호는 9월 입학생 기준) 

진행일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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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심사 
(8월 말/2월 말) 

심사위원 위촉 
(11월 초/5월 초) 

심사용 논문제출 
(심사일 5일 전까지) 

본 심사 
(12월 초/6월 초) 

결과보고서 제출 
(12월 말/6월 말) 

인쇄논문 제출 
(1월 초/7월 초) 

*심사일정은 학과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진행일정 (봄입학/가을입학) 5 

● 학회증빙자료 제출 (12월 말) 



Thank You 
Started its business in Seoul Korea in February 1998 with the 
fundamental goal of providing better internet services to the world. 
Asadal stands for the "morning land" in ancient Korean.  

Mission 

Curriculum 
Vision 

Professor 

Scholarship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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