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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문 작성방법

1. 지침

본 대학원의 석사학위 논문은 본 지침을 바탕으로 작성한다.

2. 연구 내용

학위논문은 독립된 연구 내용이어야 한다.

3. 표현 및 구성

학위논문의 내용은 간결ㆍ정확하게 표현하여야 하며, 논문의 구성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4. 논문의 체제

가. 내용 기재 순서

학위논문의 기재순서는 다음과 같다.
(1) 논문의 앞표지(국문으로 작성시：별표1, 영문으로 작성시：별표

2)
(2) 학위 논문 제출 내표지(국문으로 작성시：별표3, 영문으로 작성

시：별표4)
(3) 학위 인준 내표지(국문으로 작성시：별표5, 영문으로 작성시：별

표6)
(4) 국문초록：2페이지 이내(별표7, 국ㆍ영문 공통사항)
(5) 본문목차(별표8)

목차의 구성은 계열별로 다양하므로 예시하기 어려우나, 전체적

으로는 서론, 본론, 결론의 순으로 구성되도록 해야 하며 논리 

정연해야 한다.
(6) 표목차(별표9)
(7) 그림목차(별표9)
(8) 용어/기호 설명*
(9) 본문

(10) 부록*
(11)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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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영문초록(ABSTRACT)：분량은 2페이지 이내로 하고,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논문 제목은 관사, 전치사 및 접속사

는 소문자로 표기하고 나머지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

한다.
(13) 감사의 글*
(14) 이력서*
(*표시는 선택사항이며, 부록, 참고문헌, 영문초록 등은 목차번호

를 부여하지 말 것)

나. 논문의 규격

(1) 4×6배판(190mm×260mm)
(2) 지질：80g/m2 이상의 모조지로 한다.

다. 논문의 편집 및 인쇄

(1) 표지 색상 

(가) 하드카바：검정색 포크러스 금박

(나) 소프트카바：회색 레자크(200g/m2)
(2) 논문은 워드프로세서(전산)로 편집하여 양면 인쇄를 원칙으로 

한다.
(3) 본문의 편집규격：130mm×200mm
(4) 활자의 크기 및 줄간격은 다음과 같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대 타이틀(서론, 본론, 결론)：16p(24급)
(나) 중 타이틀(각절 제목)：12p(18급)
(다) 본문내용：10.5p(15급)
(라) 각주：9p(13급)
(마) 줄간격：175% ～ 185%
(바) 본문서체：한글은 휴먼명조 또는 신명조, 영어는 신명조, 한자

는 신명세명조

(5) 용지(A4용지 기준)의 여백설정은 다음과 같다.
(가) 상․하여백：각 38mm
(나) 좌․우여백：각 40mm
(다) 머리여백：11mm
(라) 꼬리여백：11mm
(6) 페이지 부여

(가) 제출 내표지 및 인준 내표지는 페이지를 부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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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문초록부터 본문목차, 표목차, 도목차, 용어/기호설명 등은 

연속하여 로마숫자의 소문자(ⅰ, ⅱ, ⅲ, ⅳ, ⅴ,……)로 페이지

를 부여하고, 본문부터 페이지(1, 2, 3, 4, ……)를 다시 시작한

다.
(다) 전문 및 본문의 페이지 번호는 꼬리여백(A4용지 기준)의 

11mm로 하여 중앙정렬하고 번호의 좌ㆍ우에 보탬줄(dash)를 

긋지 않는다.
(7) 논문 인쇄시 제출내표지, 인준내표지, 국문초록, 영문초록 및 목

차 등은 하드카바와 소프트카바로 구분하여 별첨의 규격에 맞게 

재단 후 제본하는 것이 용이함.

5. 내용 작성상의 유의 사항

가. 한글사용

학위논문은 국・한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도교수의 승낙 

하에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국ㆍ한문으로 논문을 작성할 경

우에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한자는 혼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되 먼저 한글을 쓰고 괄호 속에 한자를 부기한다.
예: ...지체주의(肢體主義)...

나. 외래용어

통일된 역어가 존재하지 않는 외래 용어의 경우 첫 번에 한하여 한

글 역어를 적고 괄호 안에 외래 용어를 부기한다.
예: ...조합주의(corporatism)...

다. 외국 인명

외국 인명은 교육부의 외래어 표기법 기준에 따라 현지의 발음대로 

표기하며 첫 번에 한하여 한글 표기에 이어 괄호 속에 원어 명을 

부기한다.
예: ...마오쩌둥(毛澤東)...; ...셰보르스키(Adam Przeworski)...

라. 외국 지명 

외국 지명은 교육부의 외래어 표기법의 기준에 따라 현지의 발음대

로 표기한다. 단, 혼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 첫번에 한하여 한글 표기

에 이어 괄호 속에 원어 명을 부기한다.
예: ...뉴욕(New York)...; ...치앙마이(Chiang M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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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외국기관, 단체, 정당의 명칭

외국 혹은 국제적인 기관, 단체, 정당 등의 이름의 통용되는 역어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사용한다. 예: 국제연합.
그렇지 않은 경우 논문 중에 처음 등장했을 때 한글 번역 명과 괄

호 속에 통용되는 원어 약어와 원어 명을 병기한 다음 이후에 언급

할 때는 원어 약어를 사용한다.
예: 유럽 통화 제도(EMS: European Monetary System)

바. 논문제목

(1) 논문 제목은 간결하여야 하며 부제(subtitle)를 붙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논문제목에 외국어로 된 용어를 쓸 경우 되도록 한글로 표기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수전문 용어인 경우는 원문대로 표기

한다.
(3) 논문제목에 “…에 관한 연구” 등의 표제를 쓸 때 “관한”, “의한”,
“대한” 등은 전부 한글로 표기한다. 본문에서도 이와 같다.

사. 논문목차

(1) 논문목차는 별지면에 인쇄해야 한다.
(2) 목차의 번호는 장, 절의 순서에 따라 Ⅰ, Ⅱ, Ⅲ…, 1, 2, 3, …,

가, 나, …, (1), (2), …, (가), (나), …, ①, ②, …, ㉮, ㉯, …를 

순차적으로 사용한다.
(3) 영문으로 작성할 경우 목차의 번호는 장, 절의 순서에 따라 Ⅰ,
Ⅱ, Ⅲ…, 1, 2, 3, …, 1), 2), …, (1), (2), …, ①, ②, …, 를 순차

적으로 사용한다.

아. 표 및 그림

(1) 표의 제목은 표의 상단에 표기하고 그림의 제목은 그림의 하단

에 표기하도록 한다. 표의 제목과 그림의 제목은 각각 로마자로 

된 장(chapter)에 이어 각 장별 표 및 그림의 순서를 아라비아 

숫자로 나타낸다.
(2) 표 및 그림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본문의 주와는 

관계없이 표 및 그림의 하단에 부기한다.
(3) 표 및 그림이 다른 문헌에서 인용되었을 경우 반드시 그 출처를 

표 및 그림의 하단에 부기하여야 한다. 출처를 표시하는 방식은 

본문의 인용문헌 표시방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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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표 Ⅲ-2> 중국의 주요 GCC 국가별 교역액 (2003년)
(단위: 백만달러, %)

자. 초록 작성 방법

(1) 국문초록은 본문목차 앞에 붙이고, 영문초록은 참고문헌 뒤에 

붙인다. 논문을 외국어로 쓸 경우에도 같다.
(2) 국문초록 및 영문초록은 별 지면에 따로 작성한다.(별표7, 10)
(3) 외국어로 작성된 초록의 논문제목 중 관사, 전치사 및 접속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는 첫 자만 대문자로 표기한다.

국가명
수       출     수      입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2,147
5,040
676

28.4
46.0
157.1

5,204
775
513

51.4
74.0
10.5

주: 증가율은 전년대비 증가율임.
자료: 한석구(200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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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석 및 참고문헌 기재시 유의사항

1. 주석

(1) 별도의 추가적인 설명 없이 단순히 문장이 인용되었음만을 표기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문장 끝에 괄호를 넣고 괄호 안에 

필자, 연도, 인용페이지 등을 나타냄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인용된 문헌은 반드시 참고문헌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보기>
1) 저자 명이 글(본문과 각주)에 나와 있는 경우는 괄호하고 그 속에 

출판 연도를 표시한다. 예: ...홍길동(1996)은...
단, 외국어 문헌의 경우는 괄호 속에 외국어로 표기된 성과 출판 연

도를 함께 표기한다.
예: ...무어(Moore 1966)...

2) 저자 명이 글에 나와 있지 않는 경우는 성(한국어로 표기된 한국 인

명과 한자로 표기된 중국, 월남 인명은 성명)과 출판 연도를 괄호 

속에 표기한다.
예: ...(홍길동 1992)... 혹은 ...(Moore 1966)...

3) 면수는 출판 연도 다음에 쉼표를 하고 숫자만 표기한다.
예: ...(Evans 1979, 56)... 혹은 ...(허생 1990, 12)...

4) 저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한 저자의 이름만 표기하고 한 칸을 띄운 

다음 “외”라는 말을 붙여 저자가 두 사람 이상임을 나타낸다.
예: ...(한배호 외 1991, 35-36)...

5) 한번에 여러 문헌을 언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 괄호 안에서 세미콜

론으로 나누어 언급한다.
예: ...(Cumings 1981, 72; 허생 1990, 35; 홍길동 1990, 18)...

6) 신문, 주간지, 월간지 등의 무기명 기사를 언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명, 발행 年年/月月/日日 (월간지의 경우 발행 年年/月月), 면수를 

괄호 안에 표기한다.
예: ...(중앙일보 93/04/08, 5). 혹은 ...(신동아 93/02, 233).

7) 간행 예정인 원고는 ‘未刊’이나 ‘forthcoming’을 사용한다. 미간행 원

고는 집필 연도를 표시한다. 연도가 나타나 있지 않을 경우 그 자리

에 ‘n.d.’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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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Tilly(forthcoming)...; ...홍길동(미간)...; ...Jones(n.d.)...
8) 기관 저자일 경우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 ...(외교안보연구원 1992)...

(2)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본문의 주석은 관련 부분의 문장 끝

에 일련번호를 달고 주석의 설명은 해당 면(page)의 하단에 표

기한다. 일련번호는 1), 2), … 로 표시하며 장(chapter)과 관계없

이 이어서 표시한다.

<보기>
본문:
유럽경제공동체(EEC)는 처음부터 관세동맹 형태로 출발했으나,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경제통합은 자유무역지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1)

각주:
1) 관세동맹은 경제통합 회원국들이 비회원국에 대해서도 공동의 관세

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자유무역지대와 차이가 있다 (Krugman 2000,
7 참조).

2. 참고문헌

가. 문헌배열원칙

(1) 각 문헌은 한글 문헌, 로마자로 표기되는 구미어 문헌, 기타 언

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그리스어, 아랍어 등) 문헌 순으

로 배치한다.
(2) 국내문헌은 저자명의 가나다순으로 배열한다.
(3) 중국문헌 및 일본문헌은 가능한 한 저자의 이름을 한자로 표시

하고 한자를 우리말로 읽을 때의 가나다순으로 배열한다.
(4) 영어 등 서양문헌은 제1저자의 성에 따라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5) 모든 저자의 이름을 모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동일 저자의 여러 문헌이 있을 경우 오래된 문헌을 먼저 배열하

도록 한다. 같은 연도에 2개의 문헌이 있을 경우 1997a, 1997b
등의 방식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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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의 문헌은 다음의 구체적인 예에서 제시된 형식에 따라 작성한

다.
(1) 논문, 기사 등은 따옴표(“ ”)로 표기하고, 저서 및 논문집명은 

① 영어․유럽어인 경우는 이탤릭체로, ② 한글․일본․중국

어․한문인 경우는 이중꺽쇠( )로 표시한다.
(2) 페이지는 숫자만 표기한다.
(3) 각 문헌의 첫줄은 다섯 칸 내어 쓴다.(hanging indentation)

※ 출판된 단행본의 경우 

(1) 출판연도는 저자 바로 뒤에 괄호 내에 표시하고, 책제목은 이중

꺽쇠( )내에 표시하도록 한다. 단 영어문헌의 경우, 책이름은 

이탤릭체로 나타낸다.
(2) 저자가 여러 명인 경우 되도록 모두 표시하도록 한다. 이름 사

이엔 중간방점을 쓰도록 함.
(3) 영어문헌의 경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한다.
1) 제 1 저자명은 last name, first name, middle name 의 순서로 

표기하되 middle name 은 생략할 수 있다.
2) first and middle names 는 약어로 쓸 수 있다.
3) 제 2 저자부터는 first name, middle name, last name의 순서

로 표기한다.
4) 저자사이에는 comma(,)를 사용하되 마지막 저자 앞에는 and를 

사용한다.

<보기>
김철수 (2000), 표본조사 제3판, 경문사.
김철수⋅이정우⋅정범식 (2002), 지방정부론, 박영사.
도정인 (2003a), 중국의 도시문화, 한길사.
도정인 (2003b), 중국의 도시와 농촌, 국민출판사.
Friedman, M. (2000), On Money, New York: McMillan Press.
Mitchell, J., N. Boyd and C. Norman (2002), Economic Development,

Harvard University Press.
Wolsey, James (1998), Western Philosophy, Edward Elgar.

※ 학회보, 월간지, 계간지 등의 논문이나, 편집된 책 속의 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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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문명은 양 따옴표 안에, 논문집명은 이중 꺽기( ) 안에 놓

는다. 단 영어 논문집명은 이탤릭체를 사용한다.
(2) 논문집의 발간연도, 권, 호 및 학회명 등 발행기관명을 표기한다.
(3) 논문의 페이지도 반드시 나타낸다.
(4) 편집된 책의 일부 논문을 인용할 경우 반드시 필자명, 역자명,

논문명, 책명, 출판사명, 페이지를 표기하여야 하며, 논문명은 양

따옴표 안에 놓고 책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보기>
유장수 (1999), “한⋅일 FTA가 한국부품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

제연구 8권 2호, 한국경제학회, 34-45.
정영채 (2003), “중국의 WTO 가입과 한국경제”, 동아시아연구 7(3),

동아시아학회, 1-20.
양인명 (2002), “한국과 중국의 투자연계도”, 정장수⋅이문구 편, 동북

아시아의 투자연계도, 한국개발연구원, 121-170.
Taylor, B. (1999), “Monetary Impact”, Journal of Money and Banking

8(2), Oxford University Press, 34-45.
Mill, Gregory and James Lucas (2002), “Application of Moment

Methods to Economics”, Biometrica vol. 43, no. 6, 123-134.
Porter, M. (2002), “Environment and Economy”, J. Moon (ed.),

International Environment, McGraw Hill, 121-170.

※ 학위논문의 경우

(1) 학위논문은 출판된 책이 아니므로 논문에 준하도록 하여 논문제

목을 양따옴표안에 표기하고, 석⋅박사학위논문 및 학위를 받은 

대학을 표기하여야 한다.

<보기>
김종수 (2003), “중국의 WTO 가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동북아국제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Berndt, Vernon (2003), “Realism and Surrealism”, Ph. D Dissertation,

Princeton University.

※ 인터넷 자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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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자가 있는 글이나 자료의 경우 필자의 이름을 표시한다.
(2) 필자가 없는 글을 인용한 경우 홈페이지명을 앞에 표시한다.
(3) 최종 접속한 날짜를 표시한다.
(4) 홈페이지주소에 밑줄표시를 한다.
(5) 제작자, 제작 연도, 주제명, 웹 주소(검색 일자)의 순으로 한다.
예: 홍길동. 1996. “한국의 통일 정책.”
http://taejon.ac.kr/kildong/kk0101.html (검색일: 1998. 10. 20).

※ 학회에서 발표한 논문(proceeding)의 경우

김민주 (1988), “한국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이론”, 한국정치학회 춘계 

학술 대회, 서울, 5월.
Haggard, Stephen (1996), “Democratization and Economic

Performance in Korea”, International Science Association, San
Diego, U.S.A, September.

※ 일간지, 주간지의 기명 기사와 칼럼.
임거정 (1993), “유엔평화유지군 참여 결정”, 중앙일보 (4월 8일), 5.
Juoro, Umar (1993), “The Different Faces of Democracy”, Far

Eastern Economic Review (April 22), 23.

※ 중국 및 일본문헌 표시방식

(1) 중국문헌은 한자(간자체포함)로 표기한다.
(2) 일본문헌은 저자명은 한자로, 기타는 한자 또는 일본어로 표기

한다.
(3) 기타 중국 및 일본 문헌의 표기방식은 한글문헌 표기방식에 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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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문의 표지 및 초록 작성 예시
별표 1. 학위논문 앞표지 (국문) 예시：4․6배판(19×26cm) 학위논문 등표지 예시


4cm (신명태명조, 16P, 24급)

國際學博(碩)士學位論文
1.5cm

韓日 FTA의 經濟的 效果
(신명태명조, 22P, 32급, 글자크기는 조정가능)

東亞大學校 東北亞國際專門大學院
(신명태명조, 16P, 24급)

1cm


國 際 學 科 (신명태명조, 16P, 24급)
(※ 석사학위 청구자는 “國際學科”는 표기하지 않고

해당 전공명만 표기, 예) ○○○○專攻)

1cm

金 吉 童 (신명태명조, 16P, 24급)

1cm


2009學年度 (신명태명조, 16P, 24급)
3cm

―

3cm―

―

3.5
cm―


2cm
韓
日
F
T
A
의
經
濟
的
效
果

2
0
0
9
學
年
度


1.5cm
金

吉

童

2cm


글

자

크

기

는

적

의

하

게

조

정

※ 좌우배열은 중앙정열 방식으로 할 것.
※ 副題가 있을 경우 논문 제목밑에 14P(20급) 활자로 표기하고, 좌우양단에 보탬
줄(dash)를 긋는다.

※ ( ) 속의 숫자는 活字號數 및 급수임.
※ 하드카바는 검정색 포크러스 금박인쇄로 하고, 소프트카바는 회색 레자크
(200g/m2)로 한다.

※ A4용지로 편집시 상단의 4cm를 5cm로, 하단의 3cm를 5.7cm로하여 인쇄시 논
문의 규격(19×26cm)에 맞게 재단하여야 함.

※석사학위청구자는, “國際學科”는표기하지 않고 해당 전공명만표기. 예) ○○○○專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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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학위논문 앞표지(영문) 예시：4․6배판(19×26cm) 학위논문 등표지 예시


4cm (신명태명조, 16P, 24급)國際學博(碩)士學位論文

1.5cm
The Growth Mechanism of Second Phase
Particles Preciptiated in Cr-Mo Steel

(신명태명조, 글자크기는 적의하게 조정)

東亞大學校 東北亞國際專門大學院
(신명태명조, 16P, 24급)

1cm
國 際 學 科 (신명태명조, 16P, 24급)

(※ 석사학위 청구자는 “國際學科”는 표기하지 않고
해당 전공명만 표기, 예) ○○○○專攻)

1cm金 吉 童 (신명태명조, 16P, 24급)
1cm


2009學年度 (신명태명조, 16P, 24급)
3cm

―
3cm
―

―
3.5
cm
―

2cm
烈

的

硏

2
0
0
9
學
年
度
1.5cm

金
吉
童
2cm

글

자

크

기

는

적

의

하

게

조

정

※ 좌우배열은 중앙정열 방식으로 할 것.
※ 副題가 있을 경우 논문 제목밑에 표기하고, 좌우양단에 보탬줄(dash)를 긋는다.
※ ( ) 속의 숫자는 活字號數 및 급수임.
※ 하드카바는 검정색 포크러스 금박인쇄로 하고, 소프트카바는 회색 레자크
(200g/m2)로 한다.

※ A4용지로 편집시 상단의 4cm를 5cm로, 하단의 3cm를 5.7cm로하여 인쇄시 논
문의 규격(19×26cm)에 맞게 재단하여야 함.

※석사학위청구자는, “國際學科”는표기하지 않고 해당 전공명만표기. 예) ○○○○專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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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학위논문 제출 내표지(국문) 예시：4․6배판(19×26cm)


4.5cm

韓日 FTA의 經濟的 效果
(신명태명조, 22P, 32급)

指導敎授 ○ ○ ○ (16P, 24급)
3cm

이 論文을 國際學博(碩)士學位
請求論文으로 提出함 (16P, 24급)

2009年 12月 (16P, 24급)

2cm

東亞大學校 東北亞國際專門大學院 (16P, 24급)
1cm

國 際 學 科 (16P, 24급)
(※ 석사학위 청구자는 “國際學科”는 표기하지 않고

해당 전공명만 표기, 예) ○○○○專攻)
1cm

洪 吉 童 (16P, 24급)

3cm

※ 좌우배열은 중앙정열 방식으로 할 것.
※ ( ) 속의 숫자는 활자호수 및 급수임.
※ A4용지로 편집시 상단의 4.5cm를 5.5cm로, 하단의 3cm를 5.7cm로하여 인쇄시
논문의 규격(19×26cm)에 맞게 재단하여야 함. 단, 하드카바용은 상단을 5.8cm
로, 하단을 6cm로 하여 규격에 맞게 제작.

※석사학위청구자는, “國際學科”는표기하지 않고 해당 전공명만표기. 예) ○○○○專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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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학위논문 제출 내표지(영문) 예시


4.5cm
Economic Effects of Korea-Japan

Free Trade Agreements (신명태명조, 14p, 20급)
3.5cm
by

Hong, Kil-Dong(신명조체, 11p, 16급)

2.5cmSubmitted to(신명조체, 11p, 16급)

 (Enter：11P, 16급 크기 한줄 띄움)

The Graduate School of Northeast Asian Studies of Dong-A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Internatioal Studies

(신명조체, 10.5p, 15급)

December 2009(신명조체, 12p, 20급)

4cm

※ 좌우배열은 중앙정열 방식으로 할 것.
※ ( ) 속의 숫자는 활자호수 및 급수임.
※ A4용지로 편집시 상단의 4.5cm를 5.5cm로, 하단의 4cm를 6.7cm로하여 인쇄시
논문의 규격(19×26cm)에 맞게 재단하여야 함. 단, 하드카바용은 상단을 5.8cm로,
하단을 7cm로 하여 규격에 맞게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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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학위인준 내표지(국문) 예시：4․6배판(19×26cm)


4.5cm(A4용지에 편집시：5.5cm)

金吉童의 國際學博(碩)士學位
請求 論文을 認准함

(신명태명조, 22P, 32급)
3cm


2009年 12月 (신명태명조, 16P, 24급)

――5.1cm―― 委 員 長 印 ――5.1cm――
↕1.2cm

副委員長 印
↕1.2cm

(신명태명조, 16P, 24급)委 員 印
↕1.2cm

委 員 印
↕1.2cm

委 員 印


5cm(A4용지에서 편집시：7.7cm)


※ 논문제목 및 년․월의 좌우배열은 중앙정열 방식으로 할 것.
※ ( ) 속의 숫자는 활자호수 및 급수임.
※ A4용지로 편집시 상단의 4.5cm를 5.5cm로, 하단의 5cm를 7.7cm로 하여 인쇄시
에 논문의 규격(19×26cm)에 맞게 재단하여야 함. 단, 하드카바용은 상단을
5.8cm로, 하단을 8cm로 하여 규격에 맞게 제작.

※ 석사학위청구자는 하단 5cm 기준으로 委員長, 副委員長, 委員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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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학위인준 내표지(영문) 예시：4․6배판(19×26cm)


4.5cm(A4용지에 편집시 : 5.5cm)


Economic Effects of Korea-Japan
Free Trade Agreements (신명태명조, 14p, 16급)


1.5cm
I have examined the final copy of this thesis for format and content and reconmmend that

it be accep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International Studies (신명조체, 10p, 15급)


2cm


Committee Chair Dr.1cm (신명조체, 10p, 15급)
We have read this dissertation(thesis) and recommend

its acceptance : (신명조체, 10p, 15급)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ommittee Vice-chair Dr. (신명조체, 10p, 15급)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ommittee Member D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ommittee Member D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ommittee Member Dr.

Accepted for the Graduate School of Northeast

Studies of Dong-A University

Dr. Dean.

※ ( ) 속의 숫자는 활자호수 및 급수임.
※ A4용지로 편집시 상단의 4.5cm를 5.5cm로, 하단의 4cm를 6.7cm로 하여 인쇄시
에 논문의 규격(19×26cm)에 맞게 재단하여야 함. 단, 하드카바용은 상단을
5.8cm로, 하단을 6.7cm로 하여 규격에 맞게 제작.


4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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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석․박사 학위논문 국문초록 작성 예시：4․6배판(19×26cm)


3cm┈3cm┈국문초록 (신명조14P, 20급)


1.5cm

Platon 美學에 있어서 “미메시스”에 관한 硏究
(신명조체 16p, 24급, 중앙정렬)

 (Enter：11P, 16급 크기 한줄 띄움)
A Study of Mimesis in the Plato's Aestheties

(신명조체 11P, 16급, 중앙정렬)

 (Enter：11P, 16급 크기 한줄 띄움)

국제학과 ○ ○ ○
(※ 단, 석사학위청구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표기.

예) ○○○○전공 ○ ○ ○)

지 도 교 수 ○ ○ ○
(12P, 18급, 오른쪽 정렬)

 (Enter：10.5P, 15급 크기 한줄 띄움)

내용(신명조체 또는 휴먼명조체 10.5P, 15급)

※ 내용의 마지막줄에서 두줄 띄우고 주요어(Key Words) 10단어 내외를
아래와 같이 기재한다.
주요어：○○○○○, ○○○○○○, …………, …………, …………,

○○○○○, ○○○○○○, …………, …………

※ 초록분량：2페이지 이내
※ A4용지에서 편집시 여백설정：위․아래 38mm, 좌․우 40mm, 머리말 11mm,
꼬릿말 11mm, 줄간격 175%～185%

※ ( ) 속의 숫자는 활자호수 및 급수임.
※ 석사학위청구자의 경우 “국제학과”는 표기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표기.
예) ○○○○전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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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본문 목차의 예시：4․6배판(19×26cm)


4cm
목┈1cm┈차
1.5cmⅠ. 서  론 ····························································································

1. 연구의 목적 ·················································································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Ⅱ. 자유무역협정의 이론적 검토 ·······················································
1. 경제통합의 제형태 ······································································
2. ······························································

Ⅲ. 한․일 자유무역협정의 배경과 필요성 ·····································
1. 한․일 자유무역협정의 배경 ·····················································
2. ········································································

Ⅳ. 한․일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 ·········································
1. 단기적 효과 ·················································································
2. ···············································································

Ⅴ. 결  론 ·····························································································

번호 附 錄 ············································································
부여 ︳參考文獻 ············································································
않음 ABSTRACT ·····································································

※ 부록, 참고문헌, ABSTRACT 등은 목차번호를 부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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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표(Table) 및 그림(Figure) 목차의 예시：4․6배판(19×26cm)

본문에 쓰여진 표목차 및 그림목차대로 작성한다.


4cm
표목차(중고딕체, 14p)

1.5cm

<표 Ⅱ-1> 한일간 주요품목의 무역추이·····························페이지

<표 Ⅱ-2> 한일 양국의 주요품목 관세율···························페이지


4cm
그림목차(중고딕체, 14p)

1.5cm

<그림 Ⅱ-1> 한국의 대일무역적자의 구성·························페이지

<그림 Ⅱ-2> 일본의 주요 비관세장벽·································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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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 학위논문 영문초록 작성 예시：4․6배판(19×26cm)


3cm┈3cm┈ABSTRACT(신명조체, 진하게, 13P, 19급)

1.5cm
 Economic Effects of Korea-Japan
Free Trade Agreements(중고딕체 14P, 20급)

1cm
by

┈┈┈┈┈┈┈┈9cm┈┈┈┈┈┈┈┈Lee, Ki-Tae (이탤릭체 12P, 18급)
1cm┈┈┈┈┈┈8cm┈┈┈┈┈┈Dept. of International Studies

Graduate School of Northeast Asian Studies
of Dong-A University
Busan, Korea(이탤릭체 12P, 18급)


1.5cm


This study attempts to investigate and describe the way in
which languages change. The scope of this kind of study
inevitable includes observations of linguistic phenomena not only
from the view-point of………(신명조체, 9p or 10p, 13～14급)

※ 초록분량：2페이지 이내
※ 주요어는 기재하지 않음
※ 영문초록은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함
※ 영문성명은 여권 발급시 사용하는 성명과 동일하게 표기
※ A4용지에서 편집시 여백설정：위․아래 38mm, 좌․우 40mm, 머리말 11mm,
꼬리말 11mm, 줄간격 175%～185%

※ 영문초록의 논문제목 중 관사, 전치사 및 접속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는 첫 자
만 대문자로 표기한다.

※ 이것은 (예시)이므로 각각 해당 학과명에 맞게 표시할 것.
※ ( ) 속의 숫자는 활자호수 및 급수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