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논문 양식>
1. 논문 규격 : A4 규격(210mm*297mm) (본문 38자 × 25행)
- 편집용지 설정방법 :

글 상단 메뉴 바 “모양-편집용지” Click하여 설정
용지여백(A4 기준)
위 38.0mm
아래 38.0mm
머리말 15.0mm
꼬리말 15.0mm
왼쪽 30.0mm
오른쪽 30.0mm
제본 0.0mm

2. 작성글자체 : 신명조
◎ 문단모양 : 들여쓰기 3space, 본문 줄간격 200%, 정렬방식 혼합
◎ 글자모양 : ▷ 큰 제 목 : 16point, 신명조, 진하게(가운데)
▷ 중간제목 : 14point, 신명조, 진하게
▷ 본 문 : 11point, 신명조
▷ 각 주 : 9point, 신명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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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A
제1장

항목구성예시
(중간항목
생략가능 및
띄어쓰기
조정가능)

제1절
1.
가.
1)
가)

예시B

크기 및 정렬

Ⅰ.

16p 진하게 가운데정렬

1.
A.

14p 진하게
11p (진하게)
1)
a.
(1)

11p
11p
11p

학부 졸업논문(14p)

논문제목을 작성하시오(22p)
- 부제가 있다면 작성하시오(16p) -

성균관대학교(16p)
사회과학대학 소비자가족학과(14p)
학 번(14p)

성 명(16p)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연구의 필요성, 연구목적 서술
가.
나.
2. 연구 내용 서술
3. 연구의 전체적인 개요 서술

제2장 이론적 배경 혹은 선행연구 고찰
제3장 연구 방법
1. 연구 자료 수집 과정과 정리 및 분류 과정 서술

제4장 연구 결과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표목차
표 1-1.
표 1-2

그림목차
그림 1-1
그림 1-2

<참고문헌 APA Style>
1. 일반원칙


여러 나라 문헌을 참고했을 경우, 한국, 중국, 일본, 서양 서적 순으로 열거한다. 한국문
헌은 신문기사, 법령 등을 포함하여 저자이름 가, 나, 다 순, 영어권은 알파벳순, 그 밖의
국가 문헌도 저자이름의 사전 나열 순서대로 기재한다.



저자의 이름은 5명까지 모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영어로 된 이름은 성
(surname)을 먼저 표기하고, 이름은 첫 글자(initial)만 표기한다.



책명(단행본, 학술지)은 국문의 경우에는 진하게 (bold) 영문의 경우에는 이탤릭(Italic)



체로 한다.
영문 참고문헌 작성시, 단행본이나 논문의 제목은 첫 단어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나머지
는 모두 소문자로 쓴다. 단, 정기간행물의 책명은 각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한



다. 저자, 출판 지역 및 출판사는 각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기한다.
참고문헌은 저자 및 출판년도, 책이름, 출판 지역 및 출판사 순서로 쓰고, 이들 사이에
마침표(.)를 찍고 1 칸씩 띈다.



모든 원고에서 첫 줄 좌측 맞추기, 다음 줄부터 들여쓰기로 한다.

2. 내주 작성방법
<1인 저서>
 오동근(2001)이 개발한 시스템에 따르면, ← 자료전체를 인용


Avram(1975, p. 29)은 ...... ← 부분인용



.........이라고 홍길동은 주장하고 있다(2005, p. 55). ← 문장 끝

<2인 공저서>



이와 같은 결과는 홍길동, 김길동(1978)의 연구에 의해서도 ....
Gide와 Rist(1994, p. 31)는 ............ ← 서양인명의 공저자인용



F. D. Lewis(1989)와 W. D. Lewis(1989)는 ← 동일 성을 갖인 인명은 이름까지 기재

<2-5인 공저서>



류창하, 김인용, 조태진(1994)에 따르면..... ← 첫 번째 인용
류창하 등(1994, p. 18)의 주장은 .... ← 두 번째 이하의 인용



Wasserstein, Zappulla, Rosen, Gerstman, Rock(1994, pp. 56-58)은 ← 첫 번째 인용



Wasserstein 등(1994, p. 57)은 운동의.... ← 두 번째 이하의 인용

<단체의 저서>



정신문화연구원[정문연](1999, p. 72)은 ..... ← 첫 번째 인용
정문연(1999, p. 14)은........... ← 두 번째 이하의 인용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NIMH] (1991, p. 66)..... ← 첫 번째 인용



NIMH (1991, pp. 37-38) ....... ← 두 번째 이하의 인용

<신문>


....의결권 제한조치를 내렸다고 발표하였다(조선일보, 2000년 10월 19일, p. B1).

<한 저자의 두 개 이상의 저작을 인용한 경우>: 동일년도의 자료는 연도에 a. b.를 보기


특정지역을 나타내기 위한 보조표이다(오동근, 1994a, p. 34).



.....보조표의 행정조직이 참조되어야 한다(오동근, 1994b, p. 33).

<블록인용>: 본문을 5행 이상 인용할 경우는 블록인용 형식으로 인용부호 없이 기재한다.


현규섭은 국립중앙도서관의 MARC개발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은 한 나라의 ... 마땅히 MARC의 개발의 임무가 부여되었다. ...1909[i.e.
1980]년대에 한국문헌 ...통신계와 연결시키려는 노력이었다(1986, p. iii).

3. 참고문헌의 표시방법
<Book reference>



저자명 (역할어). (발행년). 표제 (역할을 달리한 저자)(판차). 발행지: 발행사.
Author, A. A., Author, B.B., & Author, C.C. (year of publication). Title of work.
Location:Publisher.

<Book chapter>


저자명, 저자명 (역할어). (발행년). chapter 제목. 편저자, 편자자 (역할어), 표제 (책에



서의 chapter 페이지). 발행지: 발행사.
Author, A. A., & Author, B. B. (Year of publication). Title of chapter. In A. Editor &
B. Editor (Eds.), Title of book (pages of chapter). Location: Publisher.

<Journal article>


연구자명. (발행년). 논문명. 자료명(발행단체명), 권(호), 논문수록면수.



Author, A. A., Author, B. B., & Author, C. C. (Year). Title of article. Title of
Periodical, volume number(issue number), pp-pp.

<Electronic article without DOI>
 Author, A. A., & Author, B. B. (Date of publication). Title of article. Title of Online
Periodical,volume number(issue number if available), pp-pp. Retrieved from
http://www.someaddress.com/full/url/
<Electronic article with a DOI>


Author, A. A., & Author, B. B. (Date of publication). Title of article. Title of Journal,
volume number, pp-pp. doi:0000000/000000000000

<Thesis and Dissertation>
 연구자. (수여년도). 논문명. 학위명, 수여기관명, 소재지.


Author, A. A. (Year of publication). Title of thesis (Type of thesis). Institution,
Location.

<Website>



저자명. (발행년). 전자문서명. 전자메일주소
Author, A.A. (Date of publication).

Title

of

website.

Retrieved

http://www.someaddress.com/full/url/
<Newspaper>


저자명. (발행년, 월, 일). 기사 제목. 신문사. 페이지



Author. (Date of publication). Title of article. Publishing company. Page.

fr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