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위논문 규격 및 제본 방법

학위논문 작성방법

1. 작성원칙
- 한국어 작성을 원칙으로 하나, 지도교수 승인하에 외국어로도 작성할 수 있다.
- 학위논문은 범용 워드프로세서(글, MS-Word 등)로 작성 제출해야 한다.
- 학과에서 논문작성방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박사학위논문의 공표에 관한 안내

2. 논문 규격 : A4 규격(210mm*297mm)
- 편집용지 설정방법 : 글 상단 메뉴 바 “모양-편집용지” 에서 설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박사학위논문의 공표) 박사학위
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
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
장관이 그 공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3. 논문표지 : 양장표지
- 양장표지 : 짙은 곤색 포크로스 금박 인쇄 (권장)

4. 내지 : 80g 미색 모조 양면인쇄

5. 인쇄 : 표지측면을 제외하고는 가로인쇄를 원칙으로 하며, 양면 인쇄한다.

7. 항목구분번호 : 일정한 순서를 지켜 작성(하단 Box 예시 참조)

(단, 내표지, 심사청구지, 인준지 까지는 단면인쇄한다.)

구분

예시A
제1장

6. 작성글자체 : 신명조(권장), 명조, 휴먼명조

16p 진하게

◎ 문단모양 : 들여쓰기 3space, 본문 줄간격 200%, 정렬방식 혼합
◎ 글자모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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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학과 및 전공 표기
1) 표지, 내표지, 심사청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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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문초록
- 사회복지학전공 : Major in Social Welfare

전공명

9. 학위논문 구성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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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및 내용 활자 크기
글자
크기

<11P>

14p 진하게

▷ 중간제목 : 14point, 신명조, 진하게
▷ 소 제 목 : 12point, 신명조, 진하게
문 : 11point, 신명조

]

제1절

▷ 큰 제 목 : 16point, 신명조, 진하게

▷ 본

크기 및 정렬

각주

각주

①표지,

②내표지,

③심사청구지,

④인준지,

⑤목차,

⑥논문요약,

⑦본문,

⑧참고문헌,

⑨부록,

⑩Abstract(초록)

□ 학위논문 조판 안내자료

5. 인준지
- 석사과정은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 2인으로 하며, 박사과정은 심사위원장과 심사

1. 표지
- 논문제목은 한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문으로 표기할 수 없을 때에는 영문으
로도 할 수 있다.
- 논문제목이 1행을 초과할 때는 둘째 줄은 중앙에 균형 있게 맞춘다.

위원 4인으로 한다.(석사는 총 3인, 박사는 총 5인의 심사위원을 둠)
- 인준지의 심사위원 순서는 심사위원장, 외부심사위원, 내부심사위원, 공동지도교
수, 지도교수 순으로 한다.
- 인준지의 인준일자는 최종심사월로 한다.(6월 또는 12월)

- 부제가 있을 때는 주제의 아래편 중앙에 위치하도록 한다.
- 학교명, 학과, 전공, 성명은 한글로 표기한다.

6. 논문요약

- 표지 좌측상단의 학년도 기재는 최종이수학기의 학년도로 한다.

- 2p 가량 작성하며, 학위논문의 검색을 위한 주제어를 5단어 이내로 작성한다.

예) 2017년 2월 졸업자 -> 2016학년도, 2017년 8월 졸업자 -> 2017학년도
2018년 2월 졸업자 -> 2017학년도
- 표지 좌측상단의 ‘ㅇㅇ학위 청구논문’은 심사 종료 후 최종본 제본 시 ‘ㅇㅇ학위
논문’으로 수정하여 제본한다.

7. 본문
- 페이지는 각면 하단 중앙에 표시한다.
- 큰제목, 중간제목, 소제목 등의 서체, 글자크기, 제목별 줄띄우기는 본 작성방법의
6,7번 내용을 참고한다.

2. 표지측면
- 논제는 논문제목만을 표기한다.(부제는 표기하지 아니한다)
- 위·아래 여백은 각 2.5cm 씩으로 하며, 성명란 4cm를 제외한 나머지는 제목란으
로 한다.
- 성명은 한글로 표기한다.

3. 내표지 : 표지와 동일하며 논문제목은 영문으로 병기하여야 한다.

4. 심사청구지
- 내표지와 동일하게 하나 영문제목 아래 “이 논문을 OO 학위 논문으로 제출함”을
표기한다.
- 청구지의 제출일자는 1차심사월로 한다. (5월 또는 11월)

8. 목차
- 목차에는 본문, 참고문헌, 부록, 영문초록 등을 포함시키며, 제목 다음에 점선을 긋고 페이
지 수를 단다.

10. 영문, 불어, 독어, 중국어 초록(택1)

목차 ···································································································

i

제1장 서론 ·························································································

1

제2장(제목) ·························································································

10

제1절(제목) ·····················································································

10

- 초록 본문은 제목, 학과, 성명을 기재한 다음 2행을 띄우고 본문을 인쇄한다.

제2절(제목) ·····················································································

20

- 본문을 외국어로 쓸 경우 초록은 한글로 써야 한다.

1.(제목) ······················································································

20

2.(제목) ······················································································

30

11. 내주, 각주, 참고문헌

제3장(제목) ·························································································

80

- 본문을 인용한 자료를 기재하는 방식에는 내주(in-text citation와 각주(footnote)를

제4장 결론 ······················································································· 100
부록 ··································································································· 120
영문초록 ····························································································· 130

- 장, 절, 항의 구분은 다음의 방식을 사용한다. (들여쓰기는 두 칸씩 적용함)

- 초록제목도 해당초록 외국어로 표기하고 학과, 전공, 성명도 외국어로 하여 우측
상부에 안배한다.

활용한다.
- 내주란 본문에서 인용한 자료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해당 인용 자료에 관한 간략한
사항을 원 괄호로 묶어 기재하는 방식이다.
- 각주란 본문 아래쪽에 작은 활자로 쓴 주해(註解) 형식이다. 본문에 해설주가 필요
할 경우 각주를 사용한다.

예) 제1장 서론
제2장
제1절
1.
2.
1)

- 본문에 인용된 참고문헌은 반드시 참고문헌 목록에 제시되어야 한다.
[내·각주 작성법]
- 본문에 주를 인용할 경우, 내·각주의 형태로 작성한다.
- 내주는 해당 페이지 인용한 본문 옆에 원괄호로 묶어 작성하는 것을 원칙.

2)
⑴
⑵
①
②

- 각주는 해당 페이지의 아래 부분에 다는 것을 원칙.
1) 내주 작성법
(1) 저자 이름이 본문에 언급된 경우, 그 다음에 출판연도를 괄호 안에 제시한다(예
가)
나)

1),
본문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 이름과 출판연도를 모두 괄호 안에 제시한다(예 2).

9. 페이지 표시
- 목차 ~ 국문초록 : 로마숫자 소문자 (ⅰ, ⅱ, ⅲ, ⅳ, ⅴ ~ )
- 본문 ~ 영문초록 : 아라비아숫자 ( 1, 2, 3, 4, 5 ~ )

예1) 김연옥(2012: 52)은… 예2) … (김연옥, 2012: 52).
(2) 저자의 이름이 외국어인 경우, 그대로 제시한다.
예1) Freund(2006, 67-69)는… 예2) … (Freund, 2006: 67-69).

(3) 2인 공동저술인 경우, 두 사람의 이름을 모두 제시한다.

문일 경우는 et. al)라고 줄임.

예) 김진욱과 최영준(2012: 31-33)은… , …(김진욱 · 최영준, 2012: 31-33)

예) 손정식․임덕호, 1999, 경제학개론, 서울: 법문사, pp. 15-16.

Forrester와 Harwin(2006: 325-335)은…, …( Forrester and Harwin, 2006: 325-335)
(4) 3인 이상의 공동저술인 경우 본문· 내각주 모두 “외”를 사용한다.
영문으로 된 서적이나 논문의 경우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기술하며 본문의 경우 ‘외’
를 사용하고, 내각주의 경우 ‘외’ 대신 ‘et al.’로 표기한다.

엄명용 외, 2008, 사회복지실천기술의 이해, 서울 : 학지사, pp. 15.
④ 학위논문인 경우: 필자명, 출판년도, “논문명”, ○○○대학교 석(박)사학위논문으
로 표기.
예) 임해영, 2014, “미혼모의 양육과 입양결정 경험에 관한 해석학적 근거이론 연
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 35.

예) 본문: 조상미 외(2012: 29)는… , … (조상미 외, 2012: 29). 본문: Cleaver 외

⑤ 학술논문지의 경우： 필자명, 게재지 출판년도, “논문명”, 게재지명과 권, 호수,

(2007: 120-125), …(Cleaver et al., 2007: 120-125).

인용페이지.

(5) 2편 이상의 서로 다른 저술을 인용할 때는 국내문헌을 먼저 제시하고, 외국문헌

예) 손재식, 1998, "교육개혁과 위기에 몰린 역사교육", 역사화현실, 제28권 3호, pp.

을 제시하며, 년도 순으로 세미콜론(;)을 사용하여 구분한다.

30-31.

예)(홍백의, 2005; 김진욱, 2010; 윤홍식, 2011; 양영자, 2012).
(홍백의, 2005; 윤홍식, 2011; 양영자, 2012; Carlson et al., 2002; Bowen et al.,
2005)
(6) 영어의 ‘&’는 사용하지 않으며, ‘and’로 통일한다.

Mueller, U. R., 1992, "Comparison of turbulence measurements with single,
X and triple hot-wire probes", Experiments in Fluids, vol. 13, pp. 208-216.
⑥ 한 사람이 같은 해에 저술한 여러 편의 논저를 인용하였을 경우에 연간 뒤에
(a), (b), (c), …를 붙여 구별.
예) 최옥채, 2012(a), “한국사회복지학 비평-형성 초기 1세대의 개론서와 역사주의
관점 중심으로”,한국사회복지학, 제64권 3호, pp. 231-256.

2) 각주 작성법

최옥채, 2012(b), “선진국 사회보험에서 적용 · 징수 · 급여업무의 통합사례에 관한

(1) 각주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인다.

연구-제 도통합과 조직통합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64

(2) 주에서 다른 글을 인용하였음을 밝히는 경우에는 아래 양식에 의거하여 인용한

권 4호, pp. 5-30.

글의 서지 사항을 기록한다.
① 저서의 경우： 저자명, 출판년도, 저서명, 출판사, 출판지, 인용페이지.
예) 김영종, 2010, 사회복지행정, 서울: 학지사, pp. 88-90.
② 서구 서적일 경우: 저서명을 이탤릭체로 표기.
예) Berlin, S., 2002, Clinical Social Work Practice: A Cognitive-Integrative
Perspectiv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 55-56.
③ 저자가 둘일 이상일 경우에는 이름을 모두 열거하고, 셋 이상일 때 아무개 외(영

(3) 일련번호의 각주 내에서 일단 완전한 형식의 주를 기입한 뒤 동일한 논저를 다
시 인용한 경우에는 약식 주를 사용한다. 약식주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① 앞에서 인용한 논저를 재차 인용한 경우에는 필자명, 연도 다음에 앞의 책(또는
앞의 논문, 영문일 경우에는 op. cit.)이라고 씀.
예) 김영욱, 1989(b), 앞의 논문, p. 235.
Mueller, U. R., 1992, op. cit., pp.50-51.

② 바로 앞의 주에서 인용했던 논저를 다시 인용한 경우에는 필자명과 연도를 생략

구분

예심

1심

2심

심사완료 후

하고 위의 책(또는 위의 논문, 영문일 경우에는 ibid.)이라고만 쓰고, 페이지수 기입.

석사

3부

4부

4부

7부

(4) 신문기사의 경우, 언론사명, 발행연도, “기사제목”, 발행년월일 순서로 작성한다.

박사

4부

6부

6부

7부

* 심사완료 후 최종인쇄 논문(7부) 제출 시 전자파일을 함께 제출함

예) 한국일보, 2012, “빈곤 사각지대 차상위층 늘었다”, 2012년 6월 5일.

- 제출처: 교학처

예) The Guardian, 2010, “Doctors’ scepticism means rocky road for NHS

- 원본(심사위원 서명 날인본)은 교학처에 사본 제출시 지참하여, 최종 통과된 것

reform”, October 24, 2010.
(5) 인터넷 문서의 경우, 저자명, 발행년도, “자료명(혹은 표 제목)”, 사이트 주소 순

이 확인된 이후 본인이 보관함
- 제출 사본 중 1부는 심사위원 전원이 날인한 인준지의 다음 장에 반드시 “학위

서로 작성한다.

논문 원문 이용에 대한 동의서”를 합철, 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머지 제

예) 통계청, 2011, “가구원의 만성질환”, http://www.kosis.kr.

출 사본에는 심사위원 전원이 날인한 인준지의 사본을 첨부하여 제본하여야
한다.

3) 참고문헌 작성법
- 본문이나 주에서 인용한 논저는 모두 참고문헌 목록에 포함시킨다.
- 참고문헌의 서지 사항을 기재하는 방식은 각주의 경우와 같다.
- 참고문헌은 ‘1. 국내 문헌,’ ‘2. 외국문헌’으로 하고, 외국문헌인 경우, 동양문헌, 서
양문헌의 순으로 배열하되, 저자의 이름을 기준으로 가나다순 또는 abc순으로 배열
한다.
- 서양문헌의 저자명은 성(surname)을 앞에 적고 이름(given name)을 뒤에 적은 다
음 abc순으로 배열한다.
예) T. S. Elliot → Elliot, T. S.
- 본인과 중국인 저자의 이름을 한자로 표기한 경우에는 현지의 발음을 기준으로
하여 가나다순으로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참고문헌 작성 시 국내, 외국, 단독저서, 학회지, 박사논문 구분 없이 본문서체를
따르며, 외국 단행본, 논문 학술지명의 경우 기울기 적용한다.
12. 학위논문 제출
- 인쇄본 학위논문 제출

첨부 : 학위논문 작성 서식(국문)
※ 서식 순서 : 표지양식, 측면양식, 내표지양식, 심사청구지양식, 인준지양식,
목차, 논문요약, 본문, Abstract(영문초록)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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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부터 논문요약을 2page 정도(주제어 기재란 포함)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연구목적과 연구방법론(12p)

논문요약의 끝에는 논문의 핵심이 되는 단어(주제어) 5개를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제어는 논문 제목과 함께 본 논문을 검색할 수 있는 검
색용 단어로 사용됩니다.

1) 연구목적(11p)
여기부터 본문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식은 본문 조판 서식입니다(본 본문
서식은 신명조 11point 기준으로 줄간격 200%, 장평 100, 자간 0으로 되어있으며,
본 페이지에 적용되어 있으니 여기에 본문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본문 및 각 문단의 시작은 3space를 띄우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내각주1) 및 참고문헌에 사용되는 기재방식은 ‘논문작성방법’에 제시된 작성법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제목은 한줄을 띄우고 큰제목(예: 제1장 서론)을 작성하고, 두 줄 아래에 중
간제목을 작성하고, 한 줄 아래에 소제목 또는 본문을 시작합니다.

주제어 : ________________ , ________________ , ________________ ,
________________ , ________________

1) 각주는 신명조 9point로 작성됩니다.

[참고문헌 작성 예시]

한국일보, 2012, “빈곤 사각지대 차상위층 늘었다”, 2012년 6월 5일.
한줄 띄우기(11p)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강병서, 2002, 「연구조사 방법론」, 서울: 무역경영사.
강석임, 2013. “정신장애인의 회복과정 영향 요인-지역사회통합에 대한 자아정체감
매개효과-”, 000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강유진·문재우, 2005, “청소년 학교적응에 대한 가족요인의 영향: 가족배경요인과 가
족관계요인의 상대적 영향력”, 한국청소년연구, 제16권 1호, pp. 283-316.
권대희·오윤자, 2004,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
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2권 1호, pp. 115-127.

2. 외국문헌

Mueller, U. R., 1992, "Comparison of turbulence measurements with single, X
and triple hot-wire probes", Experiments in Fluids, vol. 13, pp.
208-216.
Carroll, S.1993, “Spirituality and purpose in life in alcoholism recovery.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Vol. 54, pp.297-301.
Blumer, H. 1969, Symbolic Interactionism: Perspectives and Method, CA and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박영신 역, 1982, 사회과학의 상징적
교섭론, 서울: 도서출판 까치.

3. 기타

통계청, 2011, “가구원의 만성질환”, http://www.kosis.kr.

한줄 띄우기(11p)

부

록(16p 진하게)

한줄 띄우기(11p)

ABSTRACT(14p)

영 문 제 목(16p)
<부록 1> 제목(14p 진하게)
한줄 띄우기(11p)

Hong, Gil Dong(11p)

<부록 2> 제목(14p 진하게)

Major in Social Welfare(11p)
Yemyung Graduate University(11p)

여기부터 본문을 영어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각 문단의 시작은 3space를 띄우
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학위 논문 원문 이용에 대한 동의서
본인은 아래의 학위 논문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서약하며 다음과 같이 저작
물을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논문제목
학위구분
학

과

학

번

석사 □ / 박사 ■

연 락 처

1. 본인은 예명대학원대학교가 위 저작물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복제·전송·배포하
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예명대학원대학교가 위 저작물에 대해 무료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동
의합니다.
3. 본인은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공공도서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
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합니다.
4. 예명대학원대학교는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위 저작물을 다른 파일 형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본인은 위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출판을 허락하는 등 동의 내용을 변
경하고자 할 경우 소속대학(원)에 공개의 유보 또는 해지를 즉시 통보하겠습니다.
6. 예명대학원대학교는 저작권법 및 도서관법을 준수하며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출일

2019년 00월 00일

제출자

홍길동

예명대학원대학교총장 귀하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