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영어 학술학위논문(교정) 지원사업 안내
1. 사업내용 : 학위논문 영어작성이 의무화 된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생들을 대상으로 학위
논문 교정 및 코칭 서비스 제공
2. 지원목적 : 지식기반 고도화 시대에 우리 대학원 영어학위 논문의 전반적인 수준을 제고
함과 동시에 영어로 학술적 글쓰기 능력 강화

3. 기관별 역할
가. 대학원(사업주관부서) : 사업공고, 신청서 접수, 장학금 지급
※ 대학원이 지원하는 교정 및 코칭 비용은 해당 학생의 등록금 외 장학금으로 처리됨
나. 언어연구교육원 외국어학당(이하 어학당) : 진단평가, 교정 및 코칭 서비스 제공

4. 운영 절차
사업공고 (대학원)
⇩
신청서 및 교정파일 온라인 접수 (학생)
(http://graduate.yonsei.ac.kr/_result/thesis.asp)
⇩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및 서비스 의뢰 (대학원)
⇩
학생별 진단평가 및 장학금액 산출 (어학당)
⇩
교정 및 코칭 서비스 실시 (어학당)
⇩
사후 모니터링 (어학당)
⇩
서비스 평가 (학생)
⇩
장학금 지급 (대학원 -> 어학당)

5. 교정 및 코칭 세부사항
- 진단평가 결과 작성 수준에 맞게 교정 및 1:1 코칭서비스 제공
교정

- 서비스 제공 실례

(Editing

* 교정 + 1:1 코칭 4시간 (2회 x 2시간)

Service)

* 교정 + 1:1 코칭 6시간 (2회 x 3시간)
※ 네이티브의 교정을 거친 결과물은 MS-WORD 파일로 학생에게 전달됨
• 다양한 영어 작문법과 스타일링에 대한 이해
• 학생의 교정본을 원본과 함께 검토하며 수정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 제공

코칭
(Coaching)

• 고급 문법과 작문법 실력 향상
• 담당 강사가 학생의 작문 원본 구성과 스타일링 교정
• 학생의 작문 원본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함께 검토함.
• 학생의 교정본을 부분별로 심도 있게 설명 (문법, 철자, 구두점, 단어 등)

6. 신청자격
가. 영어로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신촌캠퍼스 및 국제캠퍼스 박사과정 또는 통합과정생
으로서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제출을 완료하고 논문 예심 및 논문 본심을 앞두고 있
는 학생 중 지도교수가 추천하는 자 (의료원 및 원주캠퍼스 제외, 휴학생 제외,
2015년 8월 졸업예정자 제외)
나. 지도교수 1인당 1명씩 추천가능(세부사항은 아래 ‘기타 세부사항’ 참조)

7. 제출서류
가. 영어 학술학위논문(교정) 지원사업 신청서 (온라인 접수)
※ 온라인접수 사이트 : http://graduate.yonsei.ac.kr/_result/thesis.asp
나. 지도교수 추천서 (소정 양식을 작성하여 온라인 접수 시 업로드)
다. 교정 및 코칭을 받고자 하는 영어 학위논문 본문 일부
※ 우리 대학원 학위논문 작성형식에 맞춘 최대 50페이지 이내(일부 Chapter 분량)
의 논문 작성본을 상기 온라인 접수 페이지에 업로드
※ 우리 대학원 학위논문 작성형식은 대학원 홈페이지 상단메뉴 ‘학위논문’ 중 작성
법(체제) 참조 (http://graduate.yonsei.ac.kr/kor/sub05/sub05_02.asp)

8. 신청기간 및 제출형식
가. 신청기간 : 7월 1일(수)부터 접수페이지 오픈 예정
나. 제출형식 : 상기 학위논문 작성형식에 맞춘 MS-WORD 파일로 업로드
※ 네이티브가 교정작업을 진행하므로  파일로 작성중인 논문은 Microsoft 사에

서 제공하는 HWP-Converter를 사용하여 MS-WORD로 포맷 변환 후 각주 등
오류가 없는 지 확인 후 제출(변환 MS-WORD 파일의 줄간격은 1.0~1.5 설정)
※ 파일 변환 관련 세부사항은 붙임 자료 참조

9. 기타 세부사항
가. 영어로 학위 논문을 작성하는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생 중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제
출을 완료한 자를 대상으로 함.
나. 휴학생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2015년 8월 졸업예정자는 제외함.
다. 지도교수 1인당 학생 1명 추천 가능 (지도교수 추천서가 누락되는 경우 지원불가)
라. 번역(한국어 → 영어)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음.
마. 대학원이 지불하는 교정 및 코칭 비용은 신청 학생의 등록금 외 장학금으로 처리됨.
바. 장학금액은 교정 및 코칭 제공사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사. 신청자 중 대학원 내부기준을 통해 장학금 수혜자를 선정할 수 있음
아. 다음의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1) 신청정보가 누락되거나 제출서류가 진단평가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
2) 진단평가 결과 한정된 시간에 교정서비스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진단평가 결과 교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타 서비스 제공이 부적절하거나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 사업예산 소진시점까지만 지원함.
10. 문의처 : 대학원 발전전략팀 내선 3233 (bass@yonsei.ac.kr)

[ 붙임자료 ]
1. 대학원 영어 학술학위논문(교정) 지원사업 지도교수 추천서
2. MS-WORD용 HWP Converter ( 컨버터) 사용 안내

붙임자료

대학원 영어 학술학위논문(교정) 지원사업 지도교수 추천서
(Recommendaton Form for English Editing & Coaching Program)

□ 학생정보
성명(Name)

학번(Student ID)

학과(Department)

학기(Semester)

과정(Program)

박사 (

)

통합 (

)

추천사유

본인은 상기 학생을 대학원에서 주관하는 영어 학술학위논문(교정) 지원사
업에 추천합니다.
2015년

월

일

지도교수 소속 학과 :
지도교수 :

연 세 대 학 교

대 학 원

귀 중

(인)

붙임자료

MS-WORD용 HWP Converter ( :

컨버터) 사용 안내

HWP Converter 다운로드 사이트
http://www.microsoft.com/ko-kr/download/details.aspx?id=36772

[ 설치 및 사용법 ]

32비트 PC용
64비트 PC용

다운로드 및 설치 후
1) MS-WORD 프로그램 열기
2) 메뉴 ‘파일’ 열기 -> 컴퓨터 -> 찾아보기

3) 파일설정을 HWP 5.0으로 설정

4) 열기 버튼 클릭
5) 열린 word문서를 다른이름으로 저장 (docx 파일)
※ 변환 MS-WORD 문서를 점검하고 줄간격 1.0~1.5으로 설정 후 업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