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ㆍ정보통신공학과 대학원 내규
1. 대학원 지도교수 선정
지도교수와 신입생과의 협의에 의해서 지도교수를 정한다.
2. 석사학위 취득 자격 최소요건
석사학위 취득 자격에 대한 최소 요건을 다음과 같이 둔다.
(1) 4 학기 종료 시점에 졸업하기 위해서는 논문발표 심사 전일까지 학진등재 또는 SCI
급 논문지에 주저자로서 1편 이상 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게재승인도 인정).
(2) 논문발표 심사 전일까지 학진등재 또는 SCI급 논문지에 주저자로서 1편 이상 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3. 석사과정 종합시험
(1) 석사 총 24학점 중 최저 16학점을 종합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
다.
(2) 필수과목 중 2과목 이상을 종합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이수하였거나, 응시하는 시점
에 수강 중이어야 한다.
(3) 석사 종합시험은 필수 2과목과 선택 1과목의 시험에 합격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4) 학진등재 논문지의 주저자로서 2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게재승인도 인정) 학생은
석사과정 종합시험에서 필수과목 1과목을 선택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5) SCI급 논문지에 주저자로서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게재승인도 인정) 학생은 석
사과정 종합시험에서 필수과목 2과목을 선택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6) 종합시험의 합격인정 점수는 과목당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한다.
4. 박사학위 취득 자격 최소요건
박사학위 취득 자격에 대한 최소 요건을 다음과 같이 둔다.
(1) SCI급 논문지에 주저자로서 논문을 1편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게재승인도 인정).
5. 박사과정 종합시험
(1) 박사 총 36학점 중 최저 24학점을 종합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
다. 또는 석·박사 총 60학점 중 최저 40학점을 종합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2) 필수과목 중 2과목 이상을 종합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이수하였거나, 응시하는 시점
에 수강 중이어야 한다.
(3) 박사 종합시험은 필수 2과목과 선택 2과목의 시험에 합격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4) SCI급 논문지에 주저자로서 2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게재승인도 인정) 학생은 박

사과정 종합시험에서 필수과목 2과목을 선택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5) 동일 대학원 석사 종합시험에서 필수과목 2과목을 통과한 경우 박사과정 종합시험에
서 필수과목 2과목을 선택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6) 종합시험의 합격인정 점수는 과목당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한다.
6. 대학원 필수과목의 강의운영 및 종합시험 문제출제
(1) 객관성과 형평성을 위해서 필수과목 강의와 종합시험 문제출제는 해당 그룹 교수들
의 합의에 따라서 운영되어야 한다.
(2) 필수과목의 강의 교재와 강의내용, 종합시험의 문제 출제범위와 난이도는 해당 그룹
교수들의 검토와 합의를 거쳐서 확정되며 종합시험 문제 출제범위는 구체적으로 명
시되어 시험 전에 응시자에게 제시되어야 한다.
(3) 필수과목 담당교수
- 전자회로 : 구현철, 박기찬, 김진태, 전종욱 교수가 돌아가며 담당한다.
- 랜덤프로세스 : 김영범, 김선용, 윤은철 교수가 돌아가며 담당한다.
- 선형시스템 또는 고급디지털신호처리: 지규인, 안영복, 이기승, 권영구, 김원준
교수가 돌아가며 담당한다.
- 디지털시스템 : 조용범, 김준태, 박성정 교수가 돌아가며 담당한다.

* 부 칙(2016년 5월 24일 결정)
이 내규는 2016년 1학기부터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엄격히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