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명대학원 학위논문 투고규정

Ⅰ. 작성방법

1. 학위논문은 횡서로 국문, 국한문 혼용으로 작성하되 전공의 특성에 따라 외국어로 작성할 수도 있다.

2. 원고는 글, 문서 작성 프로그램으로 작성하되, 본문의 글씨체는 신명조, 줄 간격은 200, 글자크

기는 11Point, 정렬방식은 혼합, 글은 횡서로 한다.

3. 목차

⑴ 목차는 1., 1.1., 1.1.1.의 방식을 추천한다.

⑵ 항목구분을 세분하여 번호를 표시할 때는 한 칸씩 안으로 들여 짜기로 작성한다.

4. 본문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인용 문헌과 보충 설명은 각주로 하여 일련번호를 붙

이고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각주의 설명은 해당 면의 아래에 기재한다.

5. 참고문헌

참고문헌은 논문작성 중에 인용, 참조한 모든 문헌을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 작성한다.

6. 부록의 내용은 주로 부가적 설명, 조사양식, 설문지, 수표, 도표, 법조문, 연표, 지도, 문서 등으로 하

고, 부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록이라고 쓴 별지를 앞에 붙인다.

7. 논문초록(ABSTRACT)

⑴ 초록은 논문의 내용과 결론에 관해서 간략하게 구체적인 개요를 수록해야 하며, 논문 수록 내용

에는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언급되어야 한다.

⑵ 초록의 표현은 완전히 연결된 문장 형식으로 쓰여져야 한다.

⑶ 초록은 국문과 영문 모두 작성하되, 국문 논문의 경우 국문 초록을 본문 앞에, 영문 초록을 논문 

마지막에 수록하며, 영문 논문은 반대로 한다.

8. 기타 상세한 것은 지도교수 및 심사위원의 지침에 따른다.

Ⅱ. 논문의 구성

1. 겉표지 (표제지)

2. 속표지

3. 논문제출서 (한글)

4. 인준서 (한글)

5. 감사의 글

6. 목차

※ 표 및 그림 목차 (필요할 경우)

7. 국문초록 (ABSTRACT)



8. 본문 (서론, 본론, 결론 포함, 각 전공별 지정 양식에 따름)

 9. 참고문헌

※ 부록, 색인 기타 (필요할 경우)

10. 영문 논문제출서

11. 영문 인준서

12. ABSTRACT (영문초록)

Ⅲ. 논문 작성 양식

1. 용지 : 70파운드 이상의 백색 모조지 또는 이와 동등한 두께의 등사용 백상지

2. 제판종류 : 4.6배판 (18.5㎝× 25.5㎝)

3. 제본방식 : 클로스 양장

4. 지면(내용)은 가로 14㎝× 세로19㎝로 한다.

5. 학위수여 년월 : ○○○○년 2월(후기일 경우 8월)

   - 겉표지 속표지에 표기

6. 제출 년월 : 논문을 제출한 날이 속하는 년 월만 기재

   예) 한글 - 2000년  9월,   영문 - September 2000

한글 - 2000년 11월,   영문 - November 2000

7. 제출사항 : 가. 학위논문(하드커버) 4부   

나. 학위논문 위임서 1부

다. 학위논문 파일 1부

 8. 학위명 : 생명윤리학석사(Master of Bioethics)  

            생명문화학석사(Master of Culture of Life)      

9. 전공별 영문명칭

전 공 명 영 문 명

생명윤리학 전공 Bioethics

생명문화학 전공 Culture of Life

임상연구윤리학 전공 Institutional Review Ethics & Administration



Ⅳ. 원고 작성 지침

1. 겉표지 (표제지)

↑

       3㎝

↓

생명OO학석사 학위논문(신명조/20)

    ↕ 1㎝

논문제목(신명조/20)

←  2.5㎝  →                                                 ←  2㎝  →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 전공

↑    

        1.5㎝

↓

제 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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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속표지

      

    생명OO학석사 학위논문(신명조/20)

     

    논문제목(신명조/20)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신명조/20)

   ○○ 전공 (신명조/16)

  

    

    제 출 자(신명조/20)

      

   학위수여 년월 (신명조/16)

 



3. 논문제출서 (한글)

      

    한글 논문제목(신명조/20) 
     

    영문 논문제목 (신명조/16)

    지도: 교수(신명조/20)

이 논문을 생명OO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신명조/16)

    제출 년월(신명조/16)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신명조/20)

   ○○ 전공 (신명조/16)

      

    제 출 자(신명조/20)



4. 인준서 (한글)

○○○의 생명OO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신명조/20)

주심 (인)

위원 (인)

위원 (인)

                                  (신명조/16)

    인준 년 월(신명조/16)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신명조/20)



5. 감사의 글

 감사의 글(신명조/20)  

  가나다라 .............(본문시작, 신명조/11)



6. 목차

    목 차(신명조/20)  

Ⅰ. 감사의 글 ......................................... 1

Ⅱ. 국문초록(ABSTRACT) .................... 2

Ⅲ. 본문 ............................................... 3

Ⅳ. 참고문헌 ........................................ 4

Ⅴ. 부록, 색인, 기타(필요 경우) ............ 5

Ⅵ. 영문 논문제출서 ............................. 6

Ⅶ. 영문 인준서 .................................... 7

Ⅷ. ABSTRACT(영문초록) .................... 8

           

(줄 간격/350)

※ 한글 논문일 경우 맨 끝에 영문초록(Abstract)

※ 영문 논문일 경우 맨 끝에 국문초록(II와 Ⅷ을 바꿈)

※ 논문 작성 시 상단의 작성요령 참조



7. 국문초록 (ABSTRACT)

국문초록(ABSTRACT)(신명조/20)
  가나다라 ..........(본문시작, 신명조/11, 줄 간격/200)

              



8. 본문 (서론, 본론, 결론)

  서론(신명조/20)

가나다라 ..........(본문시작, 신명조/11, 줄 간격/200)

              



9. 참고문헌

참고문헌(신명조/20)

(신명조/11, 줄 간격/200)

              



10. 영문 논문제출서

영문 논문제목(중고딕/20)

A THESIS SUBMITTED TO THE NICHOLAS CARDINAL CHEONG

GRADUATE SCHOOL FOR LIF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중고딕/13)

              

학 위 명(영문, 중고딕/16)

By

제출자 이름(영문, 중고딕/16)

SEOUL, KOREA(중고딕/13)

제출년월(영문, 중고딕/13)

* 제출자 영문이름 표기(예) : Hong Gildong



11. 영문 인준서

The undersigned certify that they have read this thesis and that
in their opinion it is satisfactory in scope and quality as a thesi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Bioethics[생명윤리학, 임상연구윤리
학]/Culture of Life[생명문화학](중고딕/13)

THESIS COMMITTEE

            Chairman
( Hong Gildong )

Member
( )

Member
( )

 

  인준 년월(중고딕/13)

NICHOLAS CARDINAL CHEONG

GRADUATE SCHOOL FOR LIF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중고딕/15)

   

    * 심사위원 이름위에 sign 할 수 있는 간격을 둘 것.



12. ABSTRACT (영문초록)

ABSTRACT(영문초록)(신명조/20)

 Abcdefg .........(본문시작, 신명조/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