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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세부 사항

① 공인 외국어 시험 성
적 제출

★제출일 기준으로 2년 이
내에 취득한 성적(논문제출
자격시험신청기간에 제출)

※ 제출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취득한 성적만 인정됨

② 성균어학원
외국어시험 강좌

- 석사재학생에 한하여 수강 가능(성균어학원의 공지를 확인하여 직접 신청하여야 함)
- 강좌 합격 결과는 다음 학기에 반영되기 때문에, 수강학기에 본심 예정인 학생은 대체강좌 수강 불가

항목 점수

토플(TOEFL) 550점(PBT), 213점(CBT) 또는 80점(IBT)이상

토익(TOEIC) 700점이상

텝스(TEPS) 650점이상

지텔프(G-TELP) 2등급 60점 이상 또는 3등급 80점 이상

아이엘츠 (IELTS) 6.5등급 이상

오픽(OPIc) IM 이상

TOEIC Speaking 6등급 130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자(외국인 학생에 한함)

1) 외국어 과목(①과 ② 중 선택)

1. 논문 제출 자격

*학부의 삼품제도와 별개의 제도이며, 논문제출자격시험 신청기간(개강 첫 주 약 4일간)에 본인이 직접 면제를 신청해야만 면제가 가능함. 
*입학전형 시 제출한 영어성적은 오로지 입학심사용으로만 사용되며 논문제출자격시험 면제가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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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문 제출 자격

항목 세부 사항

공통사항

➀ 평균성적 B이상
➁ 시험 응시 학기 이전까지 아래의 기준 학점 이상을 취득 완료하여야 함

학과 기준

➀석사과정 : 2과목을 신청하여, 2과목 모두 합격해야 함.

➁박사과정 및 석박통합과정 : 3과목을 신청하여 3과목 모두 합격해야 함.

③ ★공통 : 1과목은 반드시 화학공학특론 중 1과목을 선택해야 하며, 다른 과목은 트랙별 핵심과목에서 1과목 자유선택.

2) 전공과목

항목 세부 사항

공통사항 온라인 안전교육 교과목 이수(자과캠 공통분야 컨텐츠 6개 수강)

3) 안전교육

학위 학점

석사 15학점이상 취득자

박사 27학점이상 취득자

석박사통합 39학점이상 취득자



BK21 트랙별 전공 이수 로드맵

연번 바이오 에너지 정보소재

1 김동환 김덕준 김태일

2 김재윤 김정규 방창현

3 김진웅 박남규 이기라

4 박재형 박호석 이영관

5 방석호 배종욱 이준엽

6 엄숭호 유필진 이준영

7 이동엽 이동현 조성민

8 조슈아잭맨 정찬화 채희엽

(첨부10) 화학공학과 분야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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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위청구 논문 심사 신청 및 수료 기준

1) 예비심사 신청 기준(본심 이전 학기 실시, 예심과 본심 동일한 학기 신청 불가)

2) 학위청구논문 본심사 신청 기준(본심사 신청 전까지 모두 완료)

3) 학위과정 수료 기준

구분 취득학점 평균성적 비고

석사 15학점 이상 3.0(B)이상 ★화공과는 석사 예심 없음

박사 27학점 이상 3.0(B)이상

석박사통합 33학점 이상 3.0(B)이상

구분 취득학점 평균성적 비고

석사 21학점 이상 3.0(B)이상

박사 33학점 이상 3.0(B)이상

석박사통합 51학점이상 3.0(B)이상

구분 취득학점 비고

석사 24학점

박사 36학점

석박사통합 51학점 2012년 3월 입학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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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 업적(본심 신청 시 증빙 제출)

구분 기존 재학생 ★ 2017년 8월 입학자부터

박사 졸업
요건

논문 3편
(게재 승인) 증빙제출

아래의 ‘논문 편수기준＇을 충족하면서 논문과 특허에 대한 ‘평가점수 총합＇이 300점 이상이여야 함.

① 논문편수기준 : 제 1저자로서 2편 이상의 SCI급 논문 게재승인

② 평가점수 총합은 아래의 논문점수와 특허점수의 합임. 
- 논문점수 : 논문 수준별 편당 점수를 제1저자수로 나눈 점수의 총합
- 특허점수 : 출원 또는 등록 1건당 50점(단, 총100점까지만 인정하며, 다국가 동일 출원 또는 등록은 1건으로 계산함)

석사 졸업
요건

논문 1편
(under review 이상)

아래의 ‘논문 편수기준＇을 총족하면서 논문과 특허에 대한 ‘평가점수 총합＇이 100점 이상이여야 함.

① 논문편수기준 : 제 1저자로서 1편 이상의 SCI급 논문 게재승인 또는 투고 후 심사 중

② 평가점수 총합은 아래의 논문점수와 특허점수의 합임. 
- 논문점수 : 논문 수준별 편당 점수를 제1저자수로 나눈 점수의 총합
- 특허점수 : 출원 또는 등록 1건당 50점(단, 총50점까지만 인정하며, 다국가 동일 출원 또는 등록은 1건으로 계산함)

공통 제 1저자만 인정

* 공동 제 1저자일 경우에 점수는 1/n으로 환산하고, 논문 편수는 1편으로 인정함 (예) JCR 분야별 10% 이내 논문에 2명의 공동 제 1저자 = 200점/2 = 100점 (편수는 1편에 해당됨)
* 제 1저자로서 Nature, Science, Cell 저널에 논문을 출판(및 accept)한 경우에는 1편으로도 학위청구 논문심사원 제출 자격을 인정하며, 점수는 평가점수 총합을 충족해야 함.
* 비전일제 학생은 적용 예외 대상으로 인정하며, 화학공학과의 "졸업논문 심사위원회"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청구논문 심사원 제출자격 세부기준에 대한 최종 심사를 의결을 통하여 결정함.

구분 항목 점수

논문

JCR 분야별 5%이내 저널 게재 논문 300점

JCR 분야별 10% 이내 저널 게재 논문 200점

JCR 분야별 20%이내 저널 게재 논문 150점

JCR 분야별 20% 이하 게재 논문 100점

특허 특허 출원 또는 등록 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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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졸업 가능의 예

예 1. 석사기간 중 연구에 주 저자로 단독참여하여, 논문을 SCIE저널에 제출 후 평가를 받아 publis결정이 난 경우
“석사학위논문심사 운영위원회”에 논문 제출

예 2. 석사기간 중 논문을 공동저자 (다수,n의 주저자)로 참여하여 논문을 SCIE저널에 제출 후 평가를 받아 publish결정이 난 경우
100점이상. 즉, JCR 10%이내의 논문에 2명이내의 공동주저자일때는 200점/2에 따라 100점의 졸업요건을 만족함. 

예 3. 석사기간 중 연구에 주 저자로 참여하여, 논문을 SCIE저널에 제출한 상태
“석사학위논문심사 운영위원회”에 논문의 초고를 제출하고 “under review”단계의 증빙서류를 제출함. 

예 4. 석사기간 중 연구에 주 저자로 참여하여, 논문을 SCIE저널에 제출하지 못한 상태: 
“석사학위논문심사 운영위원회”에 논문의 초고를 제출하여 평가 후 조건부 심사(초고 정도에 따라 심사불가판정가능)

석사졸업 불가의 예

예 1. 석사기간 중 연구에 주 저자로 참여하지 못하여, 논문작성을 위한 결과를 얻지 못함. 
예 2. 석사기간 중 연구에 주 저자로 참여하여 논문을 SCIE저널에 제출하지 못한 상태 : 

“석사학위논문심사 운영위원회”에 논문의 초고를 제출하였지만 평가 후 부적합 결정을 받음.  
예 3. 석사기간 중 연구에 주저자로 참여하여 논문을 SCIE저널에 제출한 상태 : “석사학위논문심사 운영위원회” 전 “under review”가

아닌 “initial screen”단계에서 거절을 받은 경우는 불가하나 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름.
예 4. 석사기간 중 논문을 공동저자 (다수,n의 주저자)로 참여하여 논문을 SCIE저널에 제출 후 평가를 받아 publish결정이 난 경우:

100점 이하. 즉, JCR 20%이하의 논문에 2명의 공동주저자일때는 100점/(n=2)에 따라 50점으로 졸업요건2를 만족시키지 못함. 
또 다른 예로서 JCR 10%이내 논문을 3명의 공동주저자일때 200점/3적용에 따라 67점으로 졸업여건2를 만족시키지못함. (다만,
출원/등록특허의 저자의 경우 추가 50점의 특허점수를 추가할 수 있음.)



SCI논문 확인 및 JCR (Journal of Citation Reports)랭킹 확인
:https://jcr.clarivate.com/JCRLandingPageAction.action

예를 들어 Advanced Materials 검색 후 CATEGORIES아래 SCIE 확인

JCR 상위%확인: 상기링크 하단의 RANK클릭후 작성
논문의 연도별 랭킹확인. 가장 유리한 CATEGORY의
랭킹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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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과 및 BK21+ 졸업 필수 내규

1) 학과 내규 졸업 필수 내규

① 화학공학세미나1, 2 중 한 과목을 석사 재학 중(석사과정: 1,2,3,4기, 석박통합과정: 1,2,3,4기) 1번은 필히 들

어야 한다. (2013학번부터 적용, 2020년 1학기부터는 41분반만 인정)

② 논문작성법 및 연구윤리1 교과목을 재학 중(석사,박사,석박통합) 1번은 필히 들어야 한다.

(정규 등록 중인 모든 학생 적용, 2020학번부터 미이수 시 학위논문 본심사 신청 불가, 학수번호: COV7001-I5)

2) BK21+ 졸업 필수 내규

① [★BK참여학생 필수] 화학공학현장실습 과목을 재학 중(석사, 박사, 석박통합)

1번은 필히 들어야 한다. ( 4학기에 수강 권장 )

② [★BK참여학생 권고] 졸업논문은 영문으로 작성 한다.

*BK참여학생명단 : 화학공학과 홈페이지-BK21교육연구단 BK21공지사항에서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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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BK21+ 참여대학원생 대학원 졸업 요건

① BK대학원 졸업요건 최초 논의 : 2014년 12월 운영회의

② 시행 및 유예 : BK참여교수 대상, 2015년 8월 졸업자부터

③ 대상자 기준 제정(2015년 4월 운영회의)

- BK21+사업 참여 학생 : 2016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

- 2015년 1학기 입학자부터 화공과 재학생 모두 적용

④ 실제 시행 및 증빙 강화 : 2017년 2월 졸업자

1) 대상자

2) 졸업 요건 사항

① 학과 학생 업적 기준을 따름(논문, 특허 실적)

② BK참여 대학원 현장실습연구 교과목 수강 필수

③ 졸업논문 영문 작성 권고

*BK참여학생명단 : 화학공학과 홈페이지-BK21교육연구단 BK21공지사항에서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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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heme.skku.edu/ *BK참여학생명단 : 화학공학과 홈페이지-BK21교육연구단 BK21공지사항에서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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