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작성 지침
1. 논문의 구성

가. 논문의 체제
학위논문은 논문 본문인 본체부와 그에 수반된 부속부로 이루어진다.
본체부 앞에 붙은 부분을 서두부, 뒤에 따르는 것을 말미부라고 할 때
논문은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추도록 한다.
○ 부속부 : 서두부
∙표제지
∙인준서
∙국문 초록(본문이 외국어이면 외국어 초록, 핵심어를 말미에 포함)
∙목차 (표, 그림이 있을 경우 표목차, 그림목차 포함)
○ 본체부 : 본문
∙서론
∙본론
∙결론
○ 부속부 : 말미부
∙참고문헌
∙부록
∙외국어 초록(본문이 외국어이면 국문 초록, key word를 말미에
포함)
1) 표제지에는 당해 논문의 서지적 처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제목, 학
위취득년도, 대학원명, 전공, 성명)을 수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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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준서는 해당 학위를 위한 논문으로 심사위원들이 인준한다는 내
용이 담긴다. 예를 들어 인준 연/월이 2017년 8월이면 제출 연/월은
박사논문의 경우 2017년 3월, 석사논문의 경우 2017년 5월로, 인준
연/월이 2018년 2월이면 제출 연/월은 박사논문의 경우 2017년 9월,
석사논문의 경우 2017년 11월로 게재한다.
3) 국문초록은 2페이지 내외에서 논문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하
되, 본문이 외국어이면 초록도 그 외국어로 작성한다.
4) 목차는 (내용)목차, 표 목차, 그림 목차로 구분하되, 반드시 독립된
페이지를 사용한다. 그리고 목차의 쪽 번호는 본문의 쪽 번호와 구
분하기 위하여 로마자 소문자(ⅰ, ⅱ, ⅲ, ⅳ, ⅴ ···)를 사용한다. 본
문의 장․절제목과 부속부에 대하여 시작하는 페이지를 적되, 가능
한 한 줄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표제지나 인준서 항목은 넣지
않는다. 표 제목은 장별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표 Ⅰ-2> 조사일정
[그림 Ⅲ-17] 선형 어레이 모델
5) 본문의 서론에서는 연구의 의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의 방법, 서술
의 방법 등을 기술한다.
6) 본론은 연구의 성격, 서술 분량 등을 감안하여 몇 개의 장으로 나누
어 서술될 수 있는 논문의 핵심 부분이다.
7) 결론에서는 연구를 요약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하여 논의를 전개하
는 등 논문을 마무리하는 부분이다.
8) 말미의 참고문헌은 모든 논문에 필수적인 부분이며, 필요에 따라 도
표, 도판, 자료 등을 부록으로 붙일 수 있다. 부록이 여러 종류일 때
에는 부록1, 부록2 등으로 구분하여 싣는다.
9) 논문이 국문으로 된 경우에는 외국어 초록을 붙이고, 외국어로 된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붙인다. 초록에는 핵심어(key word)를 말미에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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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문의 번호 체계
장절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Ⅰ. ··· Ⅱ. … (신명조 17pt, 진하게, 가운데 정렬)
(간격 : 두 줄) (신명조 12pt, 두 줄 띄움)
1. 2. …
(신명조 15pt, 진하게, 들여쓰기2)
(간격 : 한 줄) (신명조 12pt, 한 줄 띄움)
가. 나. …
(신명조13pt, 들여쓰기0)
(간격 : 한 줄) (신명조12pt, 한 줄 띄움)
1) 2) …
(신명조 12pt, 들여쓰기0)
가) 나) …
(신명조 11pt, 들여쓰기0)
(1) (2) …
(신명조 11pt, 들여쓰기0)
(가) (나) …
(신명조 11pt, 들여쓰기0)
……
(신명조 11pt, 들여쓰기0)
다. 인쇄와 제본
1) 규격
: 4 × 6 배판 (19㎝×26㎝)
2) 글씨체 및 크기 : 본문은 신명조 11pt(줄간격 180)
인용문 및 각주는 신명조 10pt(줄 간격은 160),
표 안 글자 크기는 자유롭게, 글씨체는 신명조
3) 인쇄체제: 양면 인쇄
4) 지질 : 100g 이상의 백색 모조지
5) 글자색 : 표지는 명조체로 금박 인쇄, 본문 내용은 흑색
6) 표지색 : 심사용 논문은 회색 또는 백색의 레자크지 소프트 표지,
최종 제출용 논문은 진한 곤색 하드 표지
7) 제본 : 글로즈 양장
8) 논문의 분량 :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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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본문의 여백 : A4 규격 기준으로 상․하 40㎜, 좌․우 37㎜, 머
리말 8㎜, 꼬리말 12㎜로 하고, 줄간격 180으로 한다. 이렇
게 편집하면 4×6 배판 (19㎝×26㎝) 기준으로 상․하 21㎜,
좌․우 27㎜의 규격으로 제본할 수 있다.
40㎜
본문: 2칸 들여 시작
줄간격 180
인용문:
본문보다 좌, 우 37㎜
37㎜
3글자씩 들여서 작성
줄간격 160

40㎜

(심사본 작성시 : A4 규격)

21㎜
27㎜

27㎜
21㎜

(최종본 제본시 :4×6배판 규격)

11) 한글전용 : 국문 논문의 경우 한글 전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 )안에 한자 또는 원어로 병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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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문작성의 일반적 원칙

가. 인용과 인용문헌
본문 중의 인용문헌은 본문의 하단에(각주) 기입하지 않고 본문 안에
두도록 한다. 인용방법은 저자-연도-페이지 순으로 이를 쉼표로 분리
하여 괄호로 묶고, 문장이 끝나는 경우에 마침표는 괄호 뒤에 둔다.
이때 괄호 앞에는 빈 칸을 두지 않는다. 본문에 같은 저자의 인용문이
반복되어 사용될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표기한다. 외국 인명의 경우
에는 성(姓, last name)만 표기한다. 본문 중에서 더 첨가할 내용이나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문의 하단에 각주를 달도록 한다. 각주의
글자 크기는 10pt(줄간격은 160)으로 하며, 내어쓰기 10으로 한다.
1) 인용 방법
(1) 인용된 페이지 표시는 한 페이지는 소문자 p. 로, 두 페이지 이상은
pp. 로 표기하며, p. 또는 pp. 와 페이지 번호 사이는 1칸 띄도록 한다.
장학의 관점의 변화에서 중요한 것은 ...........장학담당자가 하는 일
의 제한된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윤기옥, 2002, p. 143).
직장 및 생활에서의 인간관계구조도, 과거의 계층조직을........... 개인
의 다양한 역할이 요구되는 체제로 변화되고 있다(왕한신, 2005,
pp. 172-173).
(2) 저자의 이름이 본문의 일부로 표기된다면 출판 연도만 괄호 속에
인용하면 된다. 또는 본문 중에서 괄호 안에 저자명-출판 연도순으
로 표기될 수도 있다.
김계현(1995)은 전통적으로 상담 관련 교과서들이 인간의 인지, 행
동, 감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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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교육과정(임재훈, 2003)에서는 4학년에 따라 변하는 두 수량
의........
(3) 원 자료의 특정 부분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적절한 부분에 반드시
인용출처의 해당 페이지를 명시하도록 한다. (1)의 예를 참조하도록 한다.
(심성보, 1992, pp. 293-294)
(4) 본문의 내용이나 그림 등이 원 자료가 아닌 2차 자료(secondary
source)에서 인용된 경우는 재인용임을 밝히고, 참고한 페이지를 쓰
도록 한다.
연구과정에서 유사한 자료가 반복적으로 수집되어 자료 수집에 들
이는 시간에 비해 자료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감소되는 시점
이다(Bogdan & Biklen, 1998. p. 62; 박윤경, 2003, p. 24에서 재인
용).
(5) 같은 괄호 안에서 서로 다른 저자에 의한 연구가 인용되는 경우, 인
용 출처는 세미콜론(;)으로 구분하여 세미콜론 다음은 1칸 띄고, 국문
인명은 ‘가나다’순으로, 외국 인명은 ‘알파벳’순으로 한다.
선행 연구(우정호, 1989; Freudenthal, 1984; Piaget, 1966)에 의하
면, …
서구에서는 진로의사결정에서 타협과정의 중요성에 대해 오래전부
터 논의되어 오고 있다(Gati, 1993; Gottfredson, 1996; Pryor,
1987).
(6) 원 자료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오는 직접 인용의 경우, 짧은 내용을
직접 인용할 경우에는 이를 본문에 포함시켜 겹 따옴표로 표시한다.
긴 내용을 직접 인용할 경우에는 인용 부분을 새로운 줄에서 다시
시작하고,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3 글자(6칸)을 들여 쓰며 글자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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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0pt(줄간격은 160)로 한다. 이때 겹따옴표는 치지 않는다.
이는 체중은 신체의 전신발육 충실성 정도를 나타내므로, “태음인에
서 우세하다는 것은.................... 골격(骨格)이 굵고 살이 비후(肥厚)
하다”(홍순용, 1982)는 것과 같은 뜻으로 풀이가 되며, 소음인이 태
음인보다 열세하다는 것은 외부 체격 특징 중에 “살은 비교적 적은
편이다”(정성충, 1984).
장단고저 변화무궁 이리 농락 저리 농락 아니리 짜는 말은
아름다운 제비말과 말과 공교로운 앵무소리라. 중머리, 중허
리며, 허성이며, 진양조를 달아 두고, 놓아 두고, 거니다가,
들치다가, 청청허게 도는 목은 단산에 봉의 울음(정양 외,
2003, p. 51)

2) 저자 수에 따른 인용 방법
(1) 저자 1인의 단독 연구일 경우는 위의 1) 인용 방법의 예들을 참고하
도록 한다.
(2) 저자 2인에 의한 단일 연구를 인용하는 경우, 항상 본문에 인용문이
사용될 때 마다 두 저자의 이름을 기입한다. 이 때 외국 인명은 ‘&’
로 연결하며, 괄호 안으로 인용될 경우에 국문 인명은 쉼표로 인명을
분리한다.
차기 미술과 교육과정 개정 대비 선행 연구들(이주연, 박은덕,
2002)에서 외국의 미술과 교육과정 분석 대상국으로..........
검사의 실시와 채점 절차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검사내용
의 표준화, 검사지시의 표준화, 검사상황의 표준화, 채점의 표준화,
해석의 표준화 등이 필요하다(Hood & Johnson,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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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인 이상의 저자가 공동으로 수행한 단일 연구의 내용을 인용할 경우
에는 모든 저자의 이름 대신 첫 번째 저자의 이름 다음에 국문 인명
에는 ‘외’를 외국 인명에는 ‘et al.’을 표기 한다.
사례기반 추론(김영철 외, 1996)은 유사도를 이용하여 가장 비슷한
예를 이용하여 추론하는 기법이다.
A couple of methodologies (Decker, et al., 2000), Ontology and
Modeling have been developed
(4) 저자가 단체명일 경우에는 본문에서 처음으로 인용될 때에만 완전하
게 기입하고, 두 번째 인용부터는 단체의 약자를 사용한다.
본문에 첫 인용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2005)는 정부의 사립학교
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표명하였다.
두 번째 인용: 한국교총(2005)은 정부에 대한…
본문에 첫 인용시: National Science Teachers Asssociation(NSTA)
두 번째 인용 : NSTA는 과학...
(5) 동일한 성을 가진 외국 저자들의 저작물을 본문에서 인용하는 경우,
출판연도가 다르더라도 혼동을 피하기 위해 인용을 할 때마다 저자
들 이름의 머리글자(initial)를 기입하도록 한다.
(J. March, 2003)
(M. March, 2004)
D. P. Dewey(2004)에 의하면..., J. Dewey(1910)는...
(6) 같은 저자에 의해 작성된 두 편 이상의 저작물들은 출판 연도순으로
배열한다.
Gottfredson(1981, 1996)이 타협에 관한 이론을 제안한 후 타협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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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국인명과 용어 표기
외국인 명은 영어 또는 원어로 적는다. 원 자료(original source)를 번
역한 용어나, 개념을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용어나 개념이 처
음 등장할 때 괄호 안에 원어 또는 한자를 같이 적고, 그 다음부터는 번
역한 용어를 사용한다.
다중지능(Multiple Intelligence)
Vygotsky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근접발달영역(zone of
proximal development: ZPD)이라는......
이 분야의 연구결과들은......이성과 감성이 균형을 이루는 전뇌(全
腦, whole brain) 계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3. 참고문헌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된 문헌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참고문헌 목록을 작성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학술지, 학문 분
야에 따라 다르지만,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교
육학 분야에서는 APA(미국심리학회) 방식을 주로 따르고 있다.
가. 일반적 원칙
1) 논문 집필에 있어 참조한 논문, 저서와 자료 등의 문헌들을 일정한
순서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되, 논문 안에서 직접․간접으로
인용된 것만을 나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글자의 크기는 11pt로
한다.
2) 여러 나라의 문헌을 참고했을 경우 한, 중, 일, 서양서 순으로 나열
하도록 한다. 한국 저자명은 가나다순으로, 서양 저자명은 알파벳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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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작성하며, 참고문헌 목록의 각 문헌에는 번호를 붙이지 않는다.
3) 한국의 저자명은 성과 이름을 붙여서 쓰고, 모든 외국 저자명은(last
name)은 먼저 쓰고, 이름(first name)은 머리 글자(intial)로 대신한
다. 성과 이름사이의 외국 도서명은 첫 단어의 첫 음만 대문자로 표
기하도록 하며, 정기 간행물은 각 단어의 처음을 대문자로 한다.
4) 국문, 외국 저서 모두 내어쓰기(내어쓰기 50)를 한다.
5) 한글 문헌은 양쪽 정렬, 영어 문헌은 양쪽 정렬 또는 왼쪽 정렬한
다.
나. 단행본 작성방법
단행본은 저자 (출판연도). 도서명. 출판지: 출판부. 순으로 기재하며,
이들 사이는 마침표로 구분하고 1칸씩 띄도록 하며, ‘저자’와 ‘(출판연
도)’도 1칸 띄도록 한다(단, 국문저자 다음에는 마침표를 사용하지 않
고 1칸 띄어쓰기만 한다). 이때 국문 도서명은 굵은 글씨체로 하고
외국 도서명은 이탤릭체로 표시한다.
1) 저자 1인에 의한 단행본
이희승 (1995). 특수교육학 개설. 서울: 민중서관.
Bruner, J. (1966). Toward a theory of instruc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 저자가 2인 이상 5인 이하일 경우에는 저자를 모두 쓰며 국문 인명
인 경우에는 인명 사이를 중간 점으로, 외국 인명인 경우에는 마지막
저자 앞에 ‘&’ 로 표기한다.
심성보, 이미식, 최용성, 김남희 (2004). 도덕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원미사.
Anderson, L. W. & Burns, R. B. (1989). Research in class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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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of teachers, teaching and instruction.
Oxford: Pergamon Press.

3) 저자가 6인 이상일 경우에는 국문 인명에는 첫 저자와 ‘외’를 쓰고
외국 인명에는 첫 저자와 ‘et al.’을 쓴다.
강문봉 외 (2016). 초등수학교육의 이해. 서울: 경문사.
Blum, W., et al. (1989). Applications and modelling in learning
and teaching mathematics. New York: Ellis Horwood
Limited.
4) 출판된 도서가 수정되어 다시 발간된 경우에는 이를 도서명 다음
에 괄호 안으로 기입한다.
여상인 (2005). 과학교육에서의 측정과 평가 (2판). 서울: 교육과학
사.
Patton, M. O. (1990). Qualitative evaluation and research
methods (2nd Ed.).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5) 저자가 직접 쓴 내용이 아니라 편집된 도서의 경우, 국문 도서는
‘편’, 외국 도서는 편저자가 1인일 때는 ‘Ed.’, 2인 이상일 때는 ‘Eds.’
로 표기한다.
이성천 (편) (1992). 민족 음악교육을 말한다. 서울: 도서출판 풍
남.
Dobbs, S. M. (Ed.). (1988). Research readings for

discipline-based art education: A journey beyond
creating. Reston, VA: The National Art Education

Association.
Edwards, C., Gandini, L., & Forman, G. (Eds.). (1993).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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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dred languages of children: The Reggio Emilia
Approach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Norwood, NJ:
Ablex.

6) 저자가 학회명, 혹은 기관명으로 되어있을 경우, 저자와 출판자가
동일하다면 출판자의 이름으로 국문에서는 ‘저자’, 영문에서는
‘Author’ 라고 표기한다.
교육인적자원부 (1997). 초등학교 교육과정. 서울: 저자.
보건복지부 (1999). 사상체질의학 객관화에 관한 연구. 서울: 저자.
Music Educators National Conference (1996). Performance
standards for music. Reston, VA: Author.
7) 동일 저자에 의한 단행본은 연도순으로 적으며, 저자는 반복 표기한
다. 연도가 같을 시에는, 정기간행물의 (3)번의 예를 참고하도록 한
다.
이숭녕 (1981). 세종대왕의 학문. 서울: 아세아.
이숭녕 (1983). 세종대왕의 사상. 서울: 아세아.
Gardner, H. (1983). Frames of mind. New York: Basic Books.
Gardner, H. (1999). The disciplined mind: What all students
should understand. New York: Simon & Schuster.
8) 저자나 편집자가 없는 단행본
2004년 신어 (2004).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Merriam-Webster's collegiate dictionary (10th ed.) (1993).
Springfield, MA: Merriam-Webster.

9) 외국도서가 국문으로 번역된 단행본의 경우, 원저자. (번역 출판연
도). 번역문 제목. 번역자. 출판지: 출반부. 순으로 적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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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ner, G. J. (1996). 교육과정 이론과 분석. 김인식, 박영무, 최호
성 역. 서울: 교육과학사.
10) 편집된 단행본이나 논문의 경우, 특정 장(章)이나 논문에 대한 참
고문헌 작성은, 장/논문저자 (출판연도). 장/논문제목. 편집자, 도서명
(pp. ). 출판지: 출판부. 순으로 한다. 이들 사이는 마침표로 구분하고
(편집자 다음은 쉼표), 1칸씩 띄도록 한다. 이때 장/논문제목에는 따
옴표를 치지 않는다. 외국 도서의 경우, 편집자 앞에는 전치사 ‘In’을
붙인다.
김연식, 박교식 (2002). 함수 개념 지도의 교수현상학적 접근. 우정
호 (편), 수학교육학의 지평 (pp. 261-274). 서울: 경문사.
Tobias, S., & Everson, H. (1996). Assessing metacognitive
knowledge monitoring. In K. Hagtvet (Ed.), Advance in
test anxiety research (pp. 18-31). Hillsdale, NJ:
Erlbaum.
Lampert, M., Rittenhouse, P., & Crumbaugh, C. (1996). Agreeing
to disagree: Developing sociable mathematical
discourse. In D. R. Olson, & N. Torrance (Eds.), The
handbook of education and human development (pp.
731-763). Cambridge, MA: Blackwell.
다. 정기간행물 작성방법
정기간행물은 저자. (출판연도). 연구제목. 간행물이름, 권(호), 페이지.
순으로 하며 권까지를 단행본으로 취급한다. 구두점 다음은 1칸씩 띄도
록 한다(단행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문저자 다음에는 마침표를 사
용하지 않고 1칸 띄어쓰기만 한다). 이 때 연구제목에는 따옴표를 달지
않으며 간행물 이름은 국문인 경우는 굵은 글씨체로, 외국어인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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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탤릭체로 한다. 참고문헌에서는 p. 또는 pp. 는 쓰지 않고 페이지 번
호만 단다.
1) 저자 1인에 의한 정기 간행물 논문
윤호상 (2000). 장기간 이완기법 훈련에 의한 최대 운동 후 회복기
심박수의 변화양상. 한국스포츠리서치, 11(4), 241-260
석문주 (2004). 음악교육의 최근 연구동향을 통한 우리나라 음악교
육연구의 새로운 접근. 음악교육연구, 27, 91-128.
Wolter, C. A. (1998). Self-regulated learning and college students
regulation of motiva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0, 224-235.
2) 저자 2인 이상에 의한 정기 간행물 논문
서우석, 이용환, 정철영, 나승일, 김진모, 이재호 (2005). 맑고 푸른
지구를 위한 초등학교 환경교육 e-learning 콘텐츠 개발.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7(4), 243-274.
Clark, G. A. & E. Zimmerman (1981). Toward a discipline or art
education. Phi Delta Kappa, 33(1), 82-85.
3) 동일 저자에 의한 연구는 연도순으로 적으며, 저자는 반복 표기한다.
단행본의 (7)번의 예를 참고하도록 한다. 발행된 연도가 같을 시에는
a, b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허진희 (2002a). 교육과정학 탐구의 성찰-역사와 전망. 교육과정연
구, 20(3), 1-22.
허진희 (2002b). 초등교육의 문제와 당면과제: 분석과 진단. 초등교
육연구, 15(1), 339-352.
Newton, D. P. (1994a). Pictorial support for discourse
comprehens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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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9.
Newton, D. P. (1994b). Supporting the comprehension of
tabulated data. British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20, 455-463.
4) 출판 예정인 정기 간행물 논문은 국문인 경우에는 ‘근간’, 영문인 경
우에는 ‘in press’라고만 쓰며, 출판연도가 미정인 경우는 가급적 인
용하지 않으며 출판 예정이 확정된 경우는 해당 권호를 표기하되 그
이외에는 연도나 권, 호수 등은 기입하지 않아도 된다.
김경인 (근간). 교육에서의 질적 접근. 교육논총 18(2).
Kim, G. (in press). Qualitative approach in education. Gyeongin
Research Journal.
5) 잡지(Magazine)에 실린 글
정관영 (2006, 2). 미국교육제도의 연혁과 특징. 교육마당, 21,
78-80.
Begley, S. (1996, February 19). Your child's brain. Newsweek,
55-62.
라. 기 타
1) 석/박사 학위 논문은 단행본으로 취급하여 굵게 쓴다. 따라서 일반
도서와 동일하나 논문명 뒤에는 문서의 성격(석사 또는 박사학위논문 등)
을 써 주어야 한다.
최희선 (1983). 한국의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관한 연구. 박사학
위논문. 서울대학교.
2) 국제 학위논문 초록집(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DAI)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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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마이크로필름에서 발췌된 박사학위논문
Jennings, D. (1988). The effectiveness of instrumental music teacher
preservice training experiences as perceived by college and
high school band directors.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50(04A), 0825. (UMI No. AAG8910137).
3) 보고서에 대한 참고문헌 예 (정부산하단체, 대학기관, 교육자료 정
보센터[ERIC])
김창원 (2004). 초등교사 교육을 위한 국어과 교육 프로그램 적용
및 확산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교사교육프로그램 개발
과제 2004-9-2).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이화진 (2002). 제 7차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교수․
학습 자료 질 관리 방안 연구- 교수․학습 센터 운영
을 중심으로-.(연구보고 CRC 2002-11). 서울: 한국교육
과정평가원.
Conway, C. (2000). The case methods and teacher education.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New Orleans, LA. April
24-28.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388641).
4) 세미나, 학술대회, 학술발표회에 기고된 출판물
강완 (1992). 미국 수학과 교육과정 및 평가 표준안의 정신. 제10회
수학교육학 세미나집, 1-27. 대한수학교육학회.
Rasmussen, C. L., & Yackel, E. (1999). Normative
understandings regarding explanation: A study of one
differential equations classroom community. In H.
Fernando & S. Manual (Eds.), Proceeding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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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enty First Annual Meeting of the North American
Chapter of the International Group for the Psychology
of Mathematics Education (pp. 239-244). Columbus,

OH: ERIC Clearinghouse for Science, Mathematics, and
Environmental Education.
5) 인터넷 자료에 대한 예
최의창 (2004). 스포츠교육과 체육교육-스포츠교육론 서설. 한국체
육학회보, 19-27. 2005년 5월 1일 인출, 웹 주소
http://ksa.sports.re.kr/tmp/qoohfgood/06305708.pdf.
National Board of Professional Teaching Standards. (2002). NBPTS

music standards for teachers of students ages 3-18.
Retrieved October 15, 2002, from http://www.nbpts.org.

6)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다른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는 본 논문작성지침에서 가장 유사한 경우를 찾아 그 양식을 따르도
록 한다.
4. 표, 그림, 악보
표는 < >, 그림과 악보는 [ ] 안에 각각 일련의 번호를 장별로 구분
하여 표기한다. 제목은 중앙에 작성하며 표 제목은 해당표의 위에, 그림
과 악보 제목은 해당 그림이나 악보 밑에 표기한다. 통계를 나타내는 표
는 세로줄 없이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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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1> 음악적성 검사와 음악환경과의 상관계수
리듬
가락
전체

음악선호도
.04
.12*
.09

악기연주
경험
.17*
.36*
.30*

가족의
음악적 성향 설문지 합
.00
.10*
.03
.24*
.02
.19*

* p<.01

[그림 II-1] 정일 ‘푸른 빛깔의 여인과 어린왕자’(2005)

[악보 III-1] 다른 형태의 반주
본 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전공에 따라서는 종래
사용해 오던 참고문헌 기재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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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논문 표지 형식 예시>
※ 석사학위논문 외표지(금박 하드카바 4×6배판)
2㎝

교육학석사학위논문(15pt)

논
문

논문 제목(25pt)
- 부제 -(15pt)

제
목

20 년

월 (15pt)

1.5㎝
제
출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17pt)
자
명
○○○○교육전공(15pt)
1.5㎝
발
행
※ 논문제목이 두 줄 이상인 경우에는 글자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년
도
※ 등표지는 위, 아래 여백을 각각 2㎝로 하고 논문제목, 제출자명, 발행년도
2㎝
순으로 세로로 쓰되 그 각각의 간격은 1.5㎝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

○(19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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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사학위논문 내표지(인준서)

논문- 부제
제목(25pt)
-(15pt)
지도교수(13pt)

○ ○ ○(19pt)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15pt)
2 0 년 월(15pt)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17pt)
○○○○교육전공(15pt)

○ ○

○(19pt)

○○○의 교육학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15pt)
2 0 년 월(15pt)

위원장
위 원
위 원

인(17pt)
인(17pt)
인(17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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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사학위논문 외국어 초록

ABSTRACT(15pt)

(간격 : 두 줄)

Thesis Title(15pt)

(간격 : 한 줄)

○ ○ ○(11pt)
Major in ○○○○ Education(11pt)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11pt)
(간격 : 한 줄)
본문내용 : 신명조체 11pt

key 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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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시 : 4×6배판(19 ×26 ) 규격>

21㎜

Ⅱ. 확률개념의 본질 (17pt진)
<간격 : 두 줄>
<간격 : 두 줄>

1. 확률 개념의 수학적 접근 (15pt진)
<간격 : 한 줄>

가. 우연현상의 수량화 (13pt)

확률 이론은 기하와 산술의 역사와 비교하면 …… (11pt)
<간격 : 한 줄>

1) 고전적 관념 (12pt)

예를 들어, Poincaré는 다음과 같은 예에서 원인상의 미
27 묘한 차이가 낳는 커다란 결과상의 차이를 다룬다. (11pt)
27
㎜

이상적으로 만들어진 회전판에 같은 면적으로 붉은
색과 검은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Poincaré, 1963,
pp.69-70). (10pt로 본문보다 좌우 3 글자(6칸)씩 들
여씀)

가) 주관적 확률 (11pt)
... 이렇게하여 구한 확률값 0.95는 P(A1)=1/2 과는 상당
한 차이가 있다. 앞서 빈도적 관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같은 조건아래 반복하기 어려운…… (11pt)
…… (모든 본문은 2칸 들여서 시작, 줄간격 : 180)
(여백은 심사본 작성시에는 A 기준으로 하되 좌․우 37㎜, 상․하 각각 40㎜로
하고 인쇄 제본시 4×6배판 기준으로 좌․우 27㎜, 상․하 각각 21㎜로 한다.)
쪽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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