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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논문 작성방법

1. 지침  

본 대학원의 석(박)사학위 논문은 본 지침을 바탕으로 작성한다. 

2. 연구 내용

학위논문은 독립된 연구 내용이어야 하며 독창성이 있어야 한다.

3. 표현 및 구성

학위논문의 내용은 간결ㆍ정확하게 표현하여야 하며, 논문의 구성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4. 논문의 체제

가. 내용 기재 순서

학위논문의 기재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논문 앞표지 (국문으로 작성 시：별표1, 영문으로 작성 시：별표2)

(2) 논문 속표지 (국문으로 작성 시：별표3, 영문으로 작성 시：별표4)

(3) 학위 인준서 (국문으로 작성 시：별표5, 영문으로 작성 시：별표6)

(4) 학술지 게재논문의 학위논문 작성 확인서 (별표 7, 해당자만 작성)

(5) 국문초록 (별표8)

(6) 논문목차 (별표9)

(7) 표목차 (별표10)

(8) 그림목차 (별표11)

(9) 용어/기호 설명*

(10) 본문

(11) 참고문헌 

(12) 부록*

(13) 영문초록(ABSTRACT) (별표 12)

(14) 감사의 글*

(*표시는 선택사항이며, 참고문헌, 부록, 영문초록 등은 목차번호를 부여하지 말 것)

나. 논문의 규격

(1) 4×6배판(190mm×260mm) 

(2) 지질：70g/㎡ 이상의 모조지로 한다.

다. 논문의 편집 및 인쇄

(1) 표지 : 소프트커버(회색 레자크:2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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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는 신명세명조

(5) 용지(A4용지 기준)의 여백설정은 다음과 같다.

(가) 상ㆍ하 여백：각 38mm

(나) 좌ㆍ우 여백：각 40mm

(다) 머리여백：11mm 

(라) 꼬리여백：11mm

(6) 페이지 부여

(가) 제출 속표지 및 인준 속표지는 페이지를 부여하지 않는다.

(나) 국문초록부터 본문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용어/기호설명 등은 연속하여 로마숫자의 소문

자(ⅰ, ⅱ, ⅲ, ⅳ, ⅴ,……)로 페이지를 부여하고, 본문부터 페이지(1, 2, 3, 4, ……)를 

다시 시작한다.

(다)  전문 및 본문의 페이지 번호는 꼬리여백(A4용지 기준)의 11mm로 하여 중앙정렬하고 

번호의 좌ㆍ우에 보탬줄(dash)를 긋지 않는다.

(7) 논문 인쇄 시 제출 속표지, 학위 인준서, 국문초록, 영문초록 및 목차 등은 별지 면에 구분하

여 별첨의 규격에 맞게 재단 후 제본하는 것이 용이하다.

5. 내용 작성 상의 유의 사항

가. 한글사용

학위논문은 국ㆍ한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도교수의 승낙 하에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

다. 다만, 국ㆍ한문으로 논문을 작성할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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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 역어를 적고 괄호 안에 외

래 용어를 부기한다. 

예: ...조합주의(corporatism)... 

다. 외국 인명

외국 인명은 교육부의 외래어 표기법 기준에 따라 현지의 발음대로 표기하며 첫 번에 한하여 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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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대로 표기한다. 단, 혼란의 우려

가 있을 경우 첫번에 한하여 한글 표기에 이어 괄호 속에 원어 명을 부기한다. 

예: ...뉴욕(New York)...; ...치앙마이(Chiang Mai)...

마. 외국기관, 단체, 정당의 명칭

외국 혹은 국제적인 기관, 단체, 정당 등의 이름의 통용되는 역어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사용한다. 

예: UN 

그렇지 않은 경우 논문 중에 처음 등장했을 때 한글 번역 명과 괄호 속에 통용되는 원어 약어와 

원어 명을 병기한 다음 이후에 언급할 때는 원어 약어를 사용한다.

예: 유럽 통화 제도(EMS: European Monetary System) 



바. 논문제목

(1) 논문 제목은 본 심사 결과(종심) 제출서류와 일치해야 한다.(심사위원 명단과 논문 제목이 일

치하지 않으면 완성본 접수 불가함)

(2) 논문 제목은 간결하여야 하며 부제(subtitle)를 붙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논문 제목에 외국어로 된 용어를 쓸 경우 되도록 한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수

전문 용어인 경우는 원문대로 표기한다.

(4) 논문 제목에 “…에 관한 연구” 등의 표제를 쓸 때 “관한”, “의한”, “대한” 등은 전부 한글로 

표기한다. 본문에서도 이와 같다.

(5) 영어 논문제목은 관사, 전치사 및 접속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는 첫 자만 대문자로 표기한다.

사. 학술지 게재논문의 학위논문 작성 확인서

(1) 입학 후 한 학기(6개월) 이후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게재된 논문이어야 한다.

(2) 학술지 게재논문을 학위논문으로 발전시킬 것을 권장한다.

(3) ‘학술지 게재논문의 학위논문 작성 동의서’는 논문 제출 시 제출한다.

아. 국문 및 영문 초록

(1) 국문초록 및 영문초록은 별지 면에 인쇄해야 한다.

(2) 분량은 2페이지 이내로 한다.

(3) 국문초록은 본문목차 앞에 붙이고, 영문초록은 참고문헌 뒤에 붙인다. 논문을 외국어로 쓸 경

우에 영문초록은 본문목차 앞에 붙이고, 국문초록은 참고문헌 뒤에 붙인다.

(4) 영문초록은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논문제목 중 관사, 전치사 및 접속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는 첫 자만 대문자로 표기한다.

자. 논문목차

(1) 논문목차는 별지 면에 인쇄해야 한다.

(2) 목차의 번호는 장, 절의 순서에 따라 Ⅰ, Ⅱ, Ⅲ…, 1, 2, 3, …, 가, 나, …, (1), (2), (3)…, 

(가), (나), (다)…, ①, ②, ③…, ㉮, ㉯, ㉰…를 순차적으로 사용한다.

(3) 영문으로 작성할 경우 목차의 번호는 장, 절의 순서에 따라 Ⅰ, Ⅱ, Ⅲ…, 1, 2, 3, …, 1), 

2), 3)…, (1), (2), (3)…, ①, ②, ③…, 를 순차적으로 사용한다.

(4) 목차의 구성은 계열별로 다양하므로 예시하기 어려우나, 전체적으로는 서론, 본론, 결론의 순

으로 구성되도록 해야 하며 논리 정연해야 한다.

차. 표 및 그림

(1) 표 및 그림 목차는 별지 면에 인쇄해야 한다.

(2) 표 및 그림의 제목은 각각 로마자로 된 장(chapter)에 이어 각 장별 표 및 그림의 순서를 아

라비아 숫자로 나타낸다.

(3) 표의 제목은 표의 상단에 표기하여야 한다.

(4) 그림의 제목은 그림의 하단에 표기하여야 한다.

(5) 표 및 그림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본문의 주와는 관계없이 표 및 그림의 하

단에 표기한다.

(6) 표 및 그림이 다른 문헌에서 인용되었을 경우 반드시 그 출처를 표 및 그림의 하단에 표기하

여야 한다. 출처를 표시하는 방식은 본문의 인용문헌 표시방식에 따른다.



예: 

<표 Ⅲ-2> 중국의 주요 GCC 국가별 교역액 (2003년)

(단위: 백만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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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림 Ⅰ-2> 인구수(중위추계)

  주: 추계인구란 향후 인구변동요인(출생, 사망, 이동)별 가정에 따라 추계한 장래 인구 규모와 연령별 구조에 대한 추정치를 
말함.

자료: 통계청(2019).



02 주석 및 참고문헌 기재 시 유의사항

1. 주석

가. 별도의 추가적인 설명 없이 단순히 문장이 인용되었음만을 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문

장 끝에 괄호를 넣고 괄호 안에 필자, 연도, 인용페이지 등을 나타냄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인

용된 문헌은 반드시 참고문헌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보기>

      (1) 저자명이 글(본문과 각주)에 나와 있는 경우는 괄호 내에 출판 연도를 표기한다.

예: ...홍길동(1996)은... 

단, 외국어 문헌의 경우는 괄호 내에 외국어로 표기된 성과 출판 연도를 함께 표기한다. 

예: ...무어(Moore 1966)...

      (2) 저자명이 글에 나와 있지 않는 경우는 성(한국어로 표기된 한국 인명과 한자로 표기된 중

국, 월남 인명은 성명)과 출판 연도를 괄호 내에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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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페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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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여러 문헌을 언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 괄호 안에서 세미콜론으로 나누어 언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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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를 괄호 내에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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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간행 예정인 원고는 ‘未刊’이나 ‘forthcoming’을 사용한다. 미간행 원고는 집필 연도를 표

시한다. 연도가 나타나 있지 않을 경우 그 자리에 ‘n.d.’을 사용한다. 

예: ...Tilly(forthcoming)... 혹은 ...홍길동(미간)... 혹은 ...Jones(n.d.)...

      (8) 기관 저자일 경우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 ...(외교안보연구원 1992)...

나.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본문의 주석은 관련 부분의 문장 끝에 일련번호를 달고 주석의 설명은 

해당 면(page)의 하단에 표기한다. 일련번호는 1), 2), … 로 표시하며 장(chapter)과 관계없이 이어

서 표시한다.

     <보기>

     본문: 

   유럽경제공동체(EEC)는 처음부터 관세동맹 형태로 출발했으나,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경

제통합은 자유 무역지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1)

     각주:

   1) 관세동맹은 경제통합 회원국들이 비회원국에 대해서도 공동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자

유무역지대와 차이가 있다(Krugman 2000, 7 참조).



2. 참고문헌

가. 문헌배열원칙

(1) 각 문헌은 한글 문헌, 로마자로 표기되는 구미어 문헌, 기타 언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

어, 그리스어, 아랍어 등) 문헌 순으로 배치한다. 

(2) 국내문헌은 저자명의 가나다순으로 배열한다.

(3) 영어 등 서양문헌은 제1저자의 성에 따라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4) 중국문헌 및 일본문헌은 가능한 한 저자명을 한자로 표시하고 한자를 우리말로 읽을 때의 

ABCD순으로 배열한다.

(5) 모든 저자의 이름을 모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동일 저자의 여러 문헌이 있을 경우 오래된 문헌을 먼저 배열하도록 한다. 같은 연도에 2개의 

문헌이 있을 경우 1997a, 1997b 등의 방식으로 표기한다.

(7) 각 문헌의 첫줄은 다섯 칸 내어 쓴다. (hanging indentation)

(8) 각 문헌의 항목을 구분하지 않으며, 인터넷 자료만 별도로 구분하여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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