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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학위논문의 제출

1   제출기간 및 방법 안내

     1. 논문완성본 최종 제출기간: 2021.12.27. ~ 12.28.

        ▪ 해당학과 제출: 2021.12.23. ~ 12.24.

        ▪ 교육연구정책실 제출: 2021.12.27. ~ 12.28.  

     2. 제출사항

        ▪ 논문완성본 인쇄본 

           - 해당학과 제출: 1부

           - 도서관 제출: 2부

        ▪ 연구윤리교육이수증

           - 표절 예방 필수코스 카피킬러 활용법 수강 후 제출

        ▪ 표절검사확인서

           - 기본보기로 출력

           - 지도교수님의 “검토결과 이상없음” 기재 및 확인 날인

           - 표절검사 문의처: 1588-9784(카피킬러)

        ▪ 논문파일업로드

           - 논문작성자가 직접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업로드

           - 승인기간: 1 ~ 3일 소요 

        ▪ 기타: 학술지 게재 논문의 학위논문 작성 동의서 - 해당자만

           - “학술지 게재 논문의 학위논문 작성 확인서”를 논문에 삽입



Ⅱ. 학위논문의 체제

1   논문의 규격

     1. 인쇄(제본) 판형: 4・6배판(190mm x 260mm) 

     2. 표지: 소프트커버(회색 레자크 200g/㎡)

     3. 지질: 백색모조지(70g 이상)

     4. 본문내용 규격: 130mm x 200mm

     5. 양면 인쇄 또는 한 면 인쇄 선택가능

     6. A4용지 기준 여백 설정(한글 프로그램 기준)

                             상·하 : 각 38mm

                             좌·우 : 각 40mm

                    머리말・꼬리말 : 각 11mm

     7. 본문 글자크기 10pt ~ 12pt 범위 내 선택 가능함

     8. 줄간격 175~185%

※ 심사위원 지도하에 규격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조정해도 무방



2   논문의 순서

     1. 앞표지

     2. 속표지

     3. 인준서

     4. 학술지 게재논문의 학위논문 작성 확인서(해당자만 작성) ¹⁾

     5. 국문초록(2페이지 이내) ²⁾

     6. 목차 ³⁾

     7. 논문 본문 ³⁾

     8. 참고문헌 ³⁾

     9. 부록 : 선택사항 ⁴⁾

     10. 영문초록(2페이지 이내) ²⁾

▶ 참고 

1) 4번 항목은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2) 초록의 순서

    - 국문 논문: 5. 국문초록(앞에 위치), 10. 영문초록(뒤에 위치)

    - 영문 논문: 5. 영문초록(앞에 위치), 10. 국문초록(뒤에 위치)

3) 목차, 논문 본문, 참고문헌은 해당 전공분야 관련 학회의 논문 작성  

   방법에 따름

4) 부록은 선택사항임



3   유의사항

     1. 2021학년도 2학기에 논문심사를 받고 학위논문을 제출하는 경우

        ▪ 2021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예정자로 2022년 2월 졸업

          ○ 앞표지: ‘2021학년도’로 표기   

          ○ 속표지와 인준서: ‘2021년 12월’로 표기

     2. 학과 명칭 및 청구학위명 표기 주의 : 대학원 홈페이지 참조

        ▪ 석사: http://gra.donga.ac.kr/gra/5547/subview.do

        ▪ 박사: http://gra.donga.ac.kr/gra/5548/subview.do

     3. 공동지도교수

        ▪ 학위논문 완성본에 공동지도교수 2인의 성명이 있어야 함

    4. 인준서

        ▪ 심사위원 날인 된 인준서로 제본하여 제출

     5. 학위논문 제목

        ▪ 논문 영문제목은 관사, 전치사 및 접속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

           는 첫 자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완성본 논문 제목이 기재되는 

           해당 페이지 마다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유의     

     6. 영문 성명

        ▪ 여권 발급 시 사용하는 영문 성명 표기방법 일치하도록 작성

     7. 연구윤리 교육이수증

        ▪ 동아대학교 대학원 홈페이지 → 카피킬러캠퍼스 → 

           카피킬러 에듀 → 수강신청 후 강의 수강



          ○ https://student.donga.ac.kr/Login.aspx?ReturnUrl=%2fcopykiller.aspx

        ▪ 수강 신청 시 본인 이름, 소속 정확하게 입력

        ▪ 「표절 예방 필수코스 카피킬러 활용법」 수강

        ▪ Ⅳ-1 참조

     8. 학술지 게재논문의 학위논문 작성 확인서

        ▪ 입학 후 한 학기 이후 지도교수의 지도 하에 게재된 논문

        ▪ 위 학술지 게재논문을 바탕으로 학위논문 내용으로 확장하여 

           작성 시 “학술지 게재논문의 학위논문 작성 확인서” 제출

        ▪ “학술지 게재논문의 학위논문작성 동의서”를 별도 제출

        ▪ Ⅳ-2, 3 참조

     9. 박사학위 논문 공표에 관한 안내

※ 공표형태: 단행본의 발간, 관련 학회지 게재, 정기 간행물 게재, 외국 국제학술지 게재, 학술세미나에서 발표, 기타방법 발표 등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

(박사학위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

라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그 공표가 적당하지 아

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대학원 학칙 제48조

(학위논문의 공표)

박사학위 논문은 학위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학계에 발표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이 발표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Ⅲ. 논문 표지 및 초록 작성 예시 

(국문) 학위논문 앞표지 및 등표지 예시: 4・6배판(190mm x 26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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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배열은 중앙정열, 글꼴·글자크기는 (예시) 참고 [* 앞표지, 등표지에는 졸업학년도를 표기]

※부제가 있을 경우 논문제목 밑에 표기하고, 좌우양단에 보탬줄(dash “-”)을 긋는다. 

※논문의 규격(190x260mm)에 맞게 제본해야하며, 표지제본은 회색 레자크(200g/㎡) 소프트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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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학술지 게재논문의 학위논문 작성 동의서

학위논문

청구자

소속             학과

과

정

▫석사 ▫박사

▫학석사연계 ▫석박사통합(   )
성명

▫학연산협동석사 ▫학연산협동박사

학번
▫학과간협동석사 ▫학과간협동박사

게재논문

▫논문명

▫학술지명

▫게재년/월

▫학술지 등급 [ ] SCI, [ ] SCOPUS, [ ] 연구재단 등재(후보)지

▫공동저자 인원 수
  (본인제외 참여인원 수) 본인 외 (        ) 명

  본인은 상기 학위청구자가 위의 학술지 게재 논문을 기초로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것에 동의함

　※공동저자가 많을 경우 별도첨부 가능(논문지도교수 및 학과책임교수 확인要)

번호 공동저자명 동의일 서명

소속 
학과

논문지도교수                      (서명)

학과책임교수                      (서명)

(영문) Agreement form on the use of journal published pap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