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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반 비교과교육의무이수기준

 적용대상 : 2014학년도신입생부터 (2013학년도 이전신입생은이수적극권장)

※ 2014학번부터는비교과과목미이수시학위청구논문제출불가

 이수기준

1) 학과교과목으로 이수하는 경우에는대체인정

2) 박사과정학생이 석사과정에서 이수한경우 ‘연구윤리’ 1회면제, ‘연구노트’면제

구분 이수기준 의무이수적용대상 이수시기(권장)

연구윤리
석사과정: 1회 이상

박사/통합과정 : 2회이상
2014학년도신입생부터 청구논문제출 전까지

연구노트 1회 이상
2014학년도신입생부터

(이공계에 한함)
2학기까지이수권장

논문작성법 1회 이상 2014학년도신입생부터
2학기까지이수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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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윤리(아래의 3가지 중 선택하여 이수)

 온라인연구윤리강좌수강후이수증등록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홈페이지(http://www.kird.re.kr/front/portal/main/Main.jsp ) –회원가입 –로그인

–연구원을 위한연구윤리 (무료) –수강신청 –교육수강 –수료증(이수증) 발급

– AIMS상비교과 이수인증신청 – 수료증업로드

 오프라인연구윤리특강참석 : 매학기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교육실시(매학기 2회예정)

교육프로그램별로 시행 전별도 안내예정. 학위청구논문 제출전까지 수강하여야함.

 교내개설연구기반비교과교육대체인정과목 (정규교과목) 수강

비교과교육 학과 과목

연구윤리

분자과학기술학과 분자과학기술입문(1학기)

NCW학과 NCW세미나

의학과 * 의학연구방법론 1,2

의생명과학과 * 의생명연구자료의분석및활용

4
* 2015학년도부터 ‘의학연구방법론 1,2’ 및 ‘의생명연구자료의 분석및활용’의경우논문작성법, 연구윤리, 연구노트모두 인정

http://www.kird.re.kr/front/portal/main/Main.jsp


연구윤리 (온라인 강좌)
한국어강의수강신청방법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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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온라인 강좌)
온라인강좌수료증(이수증) 등록방법 (AIMS2 por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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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과 이수인증신청

: 외부 교육기관에서 비교과과목을이수(수료)한경우 이수(수료)증을첨부하여 이수신청시사용

 이수신청절차 : AIMS → 비교과 →①비교과이수인증신청 → 과목확인후 ②신청 →이수인증 신청내
역에참여프로그램명, 참여상세내역 기재후③ 증빙서류 업로드 (※업로드시증빙서류(수료증) 파일을종료한후업로드, 인

터넷익스플로러사용[구글크롬사용불가]) → ④이수인증신청 (설문조사프로그램의경우 설문조사참여) → ⑤ 관리부
서확인 후이수승인



2) 연구노트(아래의 3가지 중 선택하여 이수)

 온라인연구노트강좌수강후이수증등록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홈페이지(http://www.kird.re.kr/front/portal/main/Main.jsp ) –회원가입 –로그인

–연구원을 위한연구노트 (무료) –수강신청 –교육수강 –수료증(이수증) 발급

– AIMS상비교과 이수인증신청 – 수료증업로드

 오프라인연구노트특강참석 : 매학기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교육실시(매학기 2회예정)

교육프로그램별로 시행 전별도 안내예정. 학위청구논문 제출전까지 수강하여야함.

 교내개설연구기반비교과교육대체인정과목 (정규교과목) 수강

비교과교육 학과 과목

연구노트

분자과학기술학과 분자과학기술입문(1학기)

NCW학과 NCW세미나

의학과 * 의학연구방법론 1,2

의생명과학과 * 의생명연구자료의분석및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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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학년도부터 ‘의학연구방법론 1,2’ 및 ‘의생명연구자료의 분석및활용’의경우논문작성법, 연구윤리, 연구노트모두 인정

http://www.kird.re.kr/front/portal/main/Main.jsp


연구노트 (온라인 강좌)
한국어강의수강신청방법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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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노트 (온라인 강좌)
온라인강좌수료증(이수증) 등록방법 (AIMS2 por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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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과 이수인증신청

: 외부 교육기관에서 비교과과목을이수(수료)한경우 이수(수료)증을첨부하여 이수신청시사용

 이수신청절차 : AIMS → 비교과 →①비교과이수인증신청 → 과목확인후 ②신청 →이수인증 신청내
역에참여프로그램명, 참여상세내역기재후③증빙서류업로드 (※업로드시증빙서류(수료증) 파일을종료한후업로드, 인

터넷익스플로러사용[구글크롬사용불가]) → ④이수인증신청 (설문조사프로그램의경우 설문조사참여) → ⑤ 관리부
서확인 후이수승인



3) 논문작성법 (아래의 2가지중선택하여이수)

 교내개설 연구기반비교과교육대체인정과목 (정규교과목) 수강

* 2015학년도부터 ‘의학연구방법론 1,2’ 및 ‘의생명연구자료의 분석및활용’의 경우논문작성법, 연구윤리, 연구노트모두 인정

 온라인논문작성법 강좌수강 (AIMS2 portal E-Class)

1) 개설기간 : 매 학기 상시 개설

2) 강의형태 : 온라인강의 (E-클래스 접속 후 온라인 강의보기)

3) 수강방법 : AIMS2 비교과 수강신청 화면에서 수강신청 후 이클래스에서 학기 중 상시 수강

4) 출석관리 : 각 강좌의 모든 CHAPTER 수강 시 이수 인정 (배속듣기로 수강 시 이수인정 불가)

5) 이수관리 : 매학기 말대학원에서 출석부를 확인 후 일괄적으로이수 처리

비교과교육 학과 과목

논문작성법

NCW학과 NCW 세미나

건축학과 논문작성법 연구

분자과학기술학과 전주기연구방법론(2학기)

의학과 * 의학연구방법론 1,2

의생명과학과 * 의생명연구자료의분석및활용

간호학과
간호연구

학위논문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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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작성법 (온라인 강좌)
한국어강의수강신청방법 (AIMS2 Por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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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작성법 온라인강의 구성

 한국어강의

계열 교수 내용 러닝타임 비고

공학계열 나상신(전자)

Titling Your work in English 31분 57초

PPT: 영문
한국어강의

(165분)

Designing an Abstract 36분 10초

Designing a Paragraph(1) 27분 37초

Designing a Paragraph(2) 25분 13초

Structuring a Report 15분 30초

Referencing Other Works 28분 38초

인문사회
계열

문우진(정외)

경험분석적사회과학 논문쓰기(1) 23분 38초 PPT : 국문
한국어강의

(61분)경험분석적사회과학 논문쓰기(2) 37분 1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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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내개설논문작성법온라인과목수강신청절차

: AIMS2 – 비교과 –비교과수강신청 –비교과교과목개설내역확인 –신청

-상세보기 : 교육명, 교육장소, 교육기관, 신청기간, 교육상세내용확인가능

-수강신청내역 : 수강신청내역을확인할수있으며수강취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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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과 이수내역 조회
비교과교육이수내역조회 (AIMS2 por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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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과이수내역조회 : 이수구분, 과목명, 이수방법, 이수시기등조회가능

: AIMS2 – 비교과 –비교과이수내역조회 -조회

21



감사 합니 다
아주대학교일반대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