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ollection 제출자 매뉴얼

I. 

1. 로그인 버튼을 선택합니다.

2. 홍익대학교 중앙도서관 로그인 후, 학위논문제출 [dCollection]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가. 아이디 = 학번    /    비밀번호 = 클래스넷 비밀번호

   나. 로그인이 안 되는 경우, 2회 이상 로그인해 보세요! (접속 버그일 경우임)

3. 로그인을 완료한 제출자는 자료제출 메뉴를 선택하여 제출을 시작합니다.



II.  : [컬렉션명] 2019년 전기 학위논문 전자파일 제출

1. 자료제출 버튼을 누루면 제출자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제출하려는 컬렉션이 여러 개일 경우는 컬렉션 선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컬렉션명 : 2019년 전기 학위논문 전자파일 제출 

              ⇒ 컬렉션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컬렉션 선택하지 않습니다.



III.  : 제출자의 기본적인 정보와 제출자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1. 제출자 정보 확인

   가. 기본정보 : 아이디, 이름, 소속기관, 신분 등

   나. 연 락 처 : 이동전화 번호 또는 자택 전화번호, 메일주소

2. 제출자 정보는 제출 논문과 관련한 연락을 취하기 위하여 도서관 관리자만 사용합니다.

3. 다음 단계 버튼을 클릭하면 메타정보 입력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IV.  : 논문에 대한 서지정보를 입력합니다.

1. * 표시 된 항목은 필수 입력사항입니다.(반드시 입력)

2.  는 해당 항목을 복수 입력할 수 있습니다. 추가된 항목을 제거하고자 할 경우 

3. * 초록/요약 입력 시 반드시 해당 언어를 선택한 후, * 초록/요약을 입력합니다.

   ⇒ 논문의 초록/요약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합니다.

4. 목차 입력은 논문의 목차를 입력합니다. 

   ⇒ 논문의 목차를 복사하여 붙여넣기 합니다.

5.  버튼을 통해 해당 항목의 값을 가감할 수 있습니다.(△증가 / ▽ 감소)

   발행년도 2020년 및 학위수여년월 2020년 2월로 직접 숫자로 입력합니다.



메타정보 입력 상세 안내

< 유의 사항 > PDF 논문 파일의 제목, 초록, 목차 등의 텍스트를 복사하여 붙여넣기를 할 경우

  PDF 논문 파일에 고정된 배열 상태로 복사가 되어 붙어넣기를 하면 문단간격과 띄어쓰기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줄 한 줄 확인하여 문단간격과 띄어쓰기를 수정해야 함.

  ⇒ 한글 파일(워드 파일)의 제목, 초록, 목차 등을 복사하여 붙어넣기를 추천

주제목:V부제목

입력하지 않음

홍길동 (외국인 및 영어논문의 경우 영어로 입력)

Hong,VKilVDong (영어로 입력 시, 한글이름 입력)

대학원명 (ex, 홍익대학교 대학원,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등)

생략가능

키워드 있을 경우에만 입력 (ex: 사과, 바나나, apple...)

Main title:VSubtitle

초록 두 개 이상인 경우 
항목 클릭하여 추가

해당 논문의 주 언어 초록을 복사하여 붙임

한글(워드) 파일에서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당 논문의 제2언어 초록을 복사하여 붙임

* 아래 → 목차 작성법 상세설명 참조

* 주 언어 확인 후 선택

* 제2언어 확인 후 선택



지도교수명 (2인 이상일 경우: 김갑을,V박병정)

발행년도: 2020

학위수여년월: 2020. 2.

* 석사 / 박사 확인 후 선택

해당학과 조회 -> 선택

세부전공입력-없으면 공란으로 (ex: 금속디자인전공)

표지 뒤~본문 전 로마자 숫자로 된 페이지, 본문 끝 페이지 수p. 

(ex: xi,V163Vp.)

*논문작성언어 선택

작성할 필요 없음 X

대학원명 (ex: 홍익대학교 대학원,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등)



올바른 작성례 옳지 않은 작성례

I장. 1960년대 공간에 대한 논의V9

V1. 미니멀리즘의 공간과 신체V9

VV1) 현상학적 체험의 공간V9

VV2) 미니멀리즘의 연극성V19

VVV(1) 미니멀리즘V20

V2. 미술과 무용의 상호 연계성V23

VV1) 미술에서의 사물V23

VV2) 행위로서의 안무V36

V3. 포스트미니멀 작업의 특징V41

VV1) 매체의 확장과 비정형 작용V42

VV2) 신체의 경계 확장V60

II장. 신체와 공간에 대한 담론V69

V1. 질 들뢰즈의 신체와 공간의 개념V69

VV1) 기관 없는 신체V69

VV2) ‘리좀’을 통한 공간적 확산V80

V2. 디디에 앙지외 의 ‘피부자아’V82

VV1) 피부와 촉각적 감각V82

VV2)‘피부자아’의 개념V87

.

.

.

.

.

.

VI장. 결론V232

(페이지 수 없음)

I장. 1960년대 공간에 대한 논의

→ I장. 1960년대 공간에 대한 논의V9

(페이지 수와 항목 사이에 띄어쓰기 없음)

V1. 미니멀리즘의 공간과 신체9

→ V1. 미니멀리즘의 공간과 신체V9

(페이지 수와 항목 사이에 띄어쓰기 2개)

VV1) 현상학적 체험의 공간VV9

→ VV1) 현상학적 체험의 공간V9

(하위항목 들여쓰기 부족)

VV(1) 미니멀리즘V20

→ VVV(1) 미니멀리즘V20

목차 작성법

1. 목차는 항목별로 반드시 페이지 수를 기입해주어야 합니다. (EX: 항목V페이지 수)

2. 목차의 하위 항목은 순차적으로 들여쓰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3. 메타정보에서 목차를 기입하면 원문정보 책갈피에 자동 입력됩니다.



V.  : 제출 논문의 저작권 동의 여부를 선택합니다.

라이선스(CCL) 설정에서는 비영리, 변경금지, 동일조건변경허락 등의 내용을 설정합니다.

@ 저작자 표시 : 저작권법 상 저작인격권의 하나로,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인 성명표시권(right of paternity, 

저작권법 제 12 조 제 1 항)을 행사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비영리 : 저작물의 이용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용에 한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이러한 비영리 조건을 붙였어도 저작권자는 이와는 별개로 이 저작물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리 목적의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에게는 별개의 계약으로 대가를 받고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 변경금지 :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 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저작물의 작성에 

이르지 못하는 저작물의 내용, 형식 등의 단순한 변경도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

@ 동일조건변경허락 : 저작물을 이용한 2차 저작물의 작성을 허용하되 그 2차적 저작물에 대하여는 

원저작물과 동일한 내용의 라이선스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동의하는 경우, 제출 논문은 PDF 파일 형태로 변환되어 일반이용자에게 서비스됩니다.

특허 출원 등과 같은 사유로 원문서비스 시작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학위논문 공개 유예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문서비스 시작일은 최소 한 달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VI.  : 제출 논문의 원문을 등록합니다.

1. 먼저 원문유형을 선택합니다. PDF 파일로 업로드 추천

  @ 문서(PDF, hwp, doc 등) : 아래아한글, 마이크로소프트 워드ㆍ엑셀ㆍ파워포인트 등 일반적인

     문서편집기로 작성 한 원문이거나 PDF 파일인 경우 (문서의 경우 복수의 파일 등록 가능)

2. 일반문서의 경우 복수의 파일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복수의 파일 등록 시 반드시 문서의 순서대로 파일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3. 책갈피 시작페이지는 표지, 목차 등을 제외하고 실제 본문이 시작되는 물리적인 페이지

   (아라비아 숫자로 페이지 번호를 매긴 페이지)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왼쪽 그림에서는 "1.서론" 부터 아라비아 숫자로 페이지 번호를 매긴 본문이

시작되므로 시작페이지가 "3"입니다.

ex) 서론이 보통 “9페이지” 또는 “10페이지”입니다. (7쪽 목차 작성법 참조)

    메타정보에서 목차 기입 → 원문정보 책갈피에 자동 입력

@ 자동정렬 : 제출자가 입력한 책갈피의 띄어쓰기를 자동으로 수정해줍니다.

@ 미리보기 : 입력한 책갈피의 구조와 입력공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버튼을 클릭 시 ‘제출하신 논문의 정보를 확인하신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 제출을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팝업창이 뜹니다.



VII.  : 제출 후 수정 가능 시



1. 제출확인 단계에서는 제출한 논문정보(메타정보, 저작권동의, 원문정보 등)가 제대로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확인 후,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버튼을 누르면 수정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 제출확인 단계에서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팝업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4. 관리자가 컬렉션 설정을 [제출 후 수정]으로 선택했을 경우 제출내역에서 제출한 논문정보

  (메타정보, 저작권동의, 원문정보 등)을 수정 할 수 있습니다.

 제출 후 수정 불가 시

1. 제출확인 단계에서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팝업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2. 확인을 클릭하면 제출이 완료되며, 더 이상 수정할 수 없습니다.

   (관리자가 반송한 경우에만 수정가능)

3. 취소를 클릭하면 임시저장 되며, 논문을 수정한 후에 다시 제출완료를 클릭하면 됩니다.



VIII. 

1. 제출내역조회에서는 제출한 논문의 내역 확인, 제출 논문의 상세정보 수정 및 관리자가 처리한 상황 확인 등이 

가능합니다.

2. 논문상태

미 완 료 : 최종제출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새 화면으로 이동 후 [최종제출] 버튼을 클릭하세요.

논문제출 접수완료 : 제출된 논문을 관리자가 처리중에 있습니다.

논문제출 처리완료 : 제출된 논문이 서비스중인 경우입니다. 검색을 통해 논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중 : 제출한 논문이 서비스중인 경우입니다. 검색을 통해 논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 제 출 : 반송된 논문을 재제출 완료한 경우입니다.

반    송 : 특정 사유로 인해 관리자에 의해 논문이 반송된 경우입니다.

개인공지에서 반송사유를 확인하고 제출내역조회에서 반송논문의 상세화면으로 이동하여 

내용을 수정한 후 재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IX. 

1. 개인공지에서는 관리자가 제출자에게 보낸 공지 메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제출완료 공지 : 논문이 정상적으로 제출되었습니다.

3. 검증완료 공지 : 관리자가 제출한 논문을 검중완료처리 하였습니다.

                  제출내역 페이지에서 제출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4. 이관완료 공지 : 제출한 논문을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5. 반송 공지 : 제출한 논문에 문제점이 있어 관리자가 논문을 반송한 경우 제출자에게 공지 메일이 발송됩니다.

              제출자는 반송과 관련된 사항을 “제출내역조회” 또는 “개인공지”에서 확인하고 문제점을 해결하여 

              다시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하여야 합니다.

6. 저작권 정보 변경 공지 : 제출한 논문의 저작권 정보를 관리자가 수정했을 경우, 

                          제출자에게 변경 공지 메일이 발송됩니다.

문의 : 중앙도서관 멀티자료실 임정규 02-320-1319, 3308 peer75@hongik.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