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지재단 학위논문 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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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예 정 일

비 고

신청서 접수

5월 3일(금)~6월 30일(수) 24:00

마감시간 이후 도착분은
접수하지 않음

지원 대상자
발표

7월 12일(월)

재단 홈페이지 발표

지원금 지급

1차 : 7월 19일(월)

2회에 걸쳐 분리지급

2차 : 학위청구논문 제출 완료 후

논문 작성

각 대학의 학위논문 심사일정에
따름

논문 발표회

12월 29일(수)
(질병통제본부 권고에 의거 온라인으로
대체될 수 있음)

기지재단에서 논문발표
발표 시점 학위 논문 완성한 자를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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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주제의 적합성

평가내용

배점

◦ 제시된 주제의 적합성 여부
◦ 참신한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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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목차의 완성도
계획의 우수성

◦ 논지 전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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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검증 가능성
◦ 자료 조사 계획
학문발전 기여도

◦ 연구의 학문적 가치 및 기대되는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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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계열

석사학위논문 (

) 박사학위논문 (

)

성명
신청자

학교명

전공명

논문 제목
휴대전화
지도교수

이메일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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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제목
연구 기간

연구 목표

연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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