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사학위논문 작성요령   1

법무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작성지침

 논문규격 및 작성지침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법무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작성지침

1. 학위논문 구성 순서
① 하드커버 외표지  ② 내표지  ③ 간지 1장  ④ 논문제출서 및 인준지  ⑤ 목차 
⑥ 약어색인  ⑦ 국문초록  ⑧ 본문  ⑨ 참고문헌  ⑩ 외국어 초록

2. 작성원칙
 (1) 국문 작성을 원칙으로 하나, 지도교수 승인 하에 외국어로도 작성할 수 있다.
 (2) 국문으로 작성된 논문은 외국어 초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논  
     문은 국문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3) 학위논문은 범용 워드프로세서(원칙:글, 예외:MS-Word 등)로 작성 제출  
     해야 한다. 

3. 논문 작성규격 : A4용지 규격(210mm×297mm), (본문 38자×25행)으로 작
성한다(논문작성규격대로 작성하면 최종논문제본시에 학교에서 규정하고 있는 논
문제작규격에 따라 제본 가능함).

   ◎ 편집용지 설정방법 : 글 상단 메뉴 바“모양” -> “편집용지”Click 또는 F7을 
눌러 설정.



용지여백(A4 기준)

       위      40.0mm / 아래    40.0mm

       머리말  12.0mm / 꼬리말  10.0mm

       왼쪽    40.0mm / 오른쪽  40.0mm

       제본     0.0mm

4. 논문 내지 : 80g이상의 미색 모조지로 한다.

5. 인쇄 : 가로인쇄를 원칙으로 하며, 양면인쇄 한다.

6. 글자체  및 문단모양 
 (1) 글자체 : 명조, 신명조, 휴먼명조, 윤명조 등의 명조체로 작성하여야 한다.
 (2) 문단모양 : 첫 줄 들여쓰기 10.0 pt, 본문 줄간격 180%, 글자크기는 하단의  
 “본문항목구분 번호”참조.



   ◎ 모양 : 글 상단 메뉴 바 “모양” -> “문단모양”Click 또는  Alt + T를 동시
에 눌러 설정.

7. 표지(양식별첨 참조)
 (1) 논문 외표지 : 하드커버로 흑색으로 하며 금박인쇄, 클로스 양장제본으로 한다.
  ① 외표지(하드커버지)
     - 외표지에 부착될 논문제목은 국문 또는 한문으로 작성한다. 다만, 국문 또  
       는 한문으로 표기할 수 없는 단어는 영문으로도 할 수 있다. 또한 그 하위에  
       외국어로 된 논문제목도 병기하여야 한다.
     - 논문제목이 한 줄을 초과할 때는 둘째 줄은 중앙정렬로 맞춘다.
     - 부제가 있을 때는 양 옆에 하이픈(-)을 주고 주제의 아래편 가운데 정렬시킨다.
     - 지도교수, 학교명, 학과, 성명 역시 국문 또는 한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외표지 측면(하드커버지)
    - 논문제목만을 표기한다(부제는 표기하지 아니한다).
    - 연도는 졸업학년도를 말하며,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고 세로로 인쇄한다.
 (2) 논문 내표지 : 논문 하드커버와 동일한 양식과 내용으로 학과에서 지정한 내표
지를 삽입한다. 통상적으로 하드커버 외표지는 본 내표지를 활용하여 인쇄한다.
  
8. 간지 : 내표지 다음 장에는 아무것도 기재되지 않은 간지 1장을 삽입한다.



9. 논문제출서 및 인준지(학과에서 지정한 양식사용)
 (1) 석사과정은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제출을 확인하는 논문제출서 1장 과 심사위  
     원장 1인과 심사위원 2인(총 3인)으로 된 인준지로 한다(다만, 인준지 내용의  
     한문에 한하여는 국문으로 변경하여도 무방함). 
 (2) 인준지에 기재하는 연월일은 졸업년도를 기준으로 하며, 월까지만 기재하고  
     일자는 공란으로 비워둔다. 이 경우 봄 졸업(2월)대상자는 “12월”로 , 가을졸  
     업 대상자(8월)는 “6월”로 기재한다.

10. 목차(별첨참조, 목차 작성 시 들여쓰기 10pt가 설정되어 있으면 이
를 해제하여 작성한다.)
 (1) 목차는 본문의 내용과 동일한 순서로 정리하며, 원칙적으로 “가나다”에 해당하  
     는 세부항목까지만 표시하되, 경우에 따라서 보다 상위 내지 보다 하위항목까  
     지 표시가능하다.
 (2) 목차에서는 국문초록이 1페이지로 시작하여야 한다. 이후 2행(두줄)을 띄운  
     후 제1장을 표기한다. 국문초록은 띄어쓰기 없는 왼쪽 정렬로 글자크기 12pt  
     진하게 표기한다.
 (3) 각“장”은 띄어쓰기 없는 왼쪽 정렬로 글자크기 12pt 진하게 표기한다.
 (4) 각“절”은 띄어쓰기 없이 왼쪽정렬 글자크기 12pt로 표기한다.
 (5) 로마자 “Ⅰ”이하부터는 본문의 항목정렬순서에 맞는 띄어쓰기에 글자크기    
      11pt로 표기한다. 
 (6) “장”과 “절”사이에는 1행(한줄)을 띄우고, “절”이 바뀔 때에도 1행(한줄)을 띄운다. 
 (7) “절” 이하부터는 행의 띄움없이 붙인다. 
 (8) 하나의“장”이 종료되고 새로운 “장”이 시작될 때에는 2행(두줄)을 띄운다. 
 (9) 마지막 장인 “결론”이 후에는 2행(두줄)을 띄운 후 글자크기 13pt로 진하게 하  
     여 띄움없는 왼쪽정렬로“참고문헌”의 해당 페이지를 기재하고, 또 2행(두줄)  
     을 띄운 후 해당 외국어초록의 언어에 맞는 단어(영문:ABSTRACT, 독문:Zusa  
     mmenfassung)로 글자크기 13pt 진하게 하여 외국어초록의 해당 페이지를 기  
     재한다. 
 (10) 본문에 도표가 삽입된 경우에는 최하위 목차인 외국어 초록 페이지 이후 2행  
      (두 줄)을 띄운 후 왼쪽정렬로 글자크기 13pt 진하게 하여“【표차례】”라고  



      기재하고 1행을 띄운 뒤, 이하에는 띄어쓰기 없는 왼쪽정렬, 글자크기 11pt로  
      표의 순서([예시] <표 1-1>)와 해당 페이지를 표기하여야 한다. 도표 이 외  
      에 그림 또는 기타의 경우에도 상기의 규칙을 준용한다. 
 (11) 목차의 작성 후 페이지를 바꾸어 본문의 모든 최하위항목까지 표시된 “세부  
      목차”도 선택적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방법은 상기와 동일하다.
 (12) 목차 페이지는 양 옆에 하이픈이 그어진 소문자 로마자 (-ⅰ-)로 각 면 하  
      단 중앙에 표시한다. 
   ◎ 로마자 쪽번호 설정방법 : 글 상단 메뉴 바“모양” -> “쪽 번호 매기기”Click.

11. 약어색인(선택사항, 별첨참조)
목차의 기재가 모두 끝난 다음에는 페이지를 새로이 하여  글자크기 13pt 진하게 

가운데 정렬로 “약어색인”라고 기재한다. 약어색인의 내용은 왼쪽정렬, 내어쓰기 
25pt, 글자크기는 11pt로 작성하며, 국가별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이 경우 “한국 약
어색인”을 맨 처음 기재하고, 기타 외국은 이어서 국문 가나다 순으로 정렬한다(색
인내용은 가나다 또는 ABC 순으로 정렬). 약어색인은 법령명이나 특정한 단어를 축
약하여 기재한 모든 경우를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약어색인을 기재하였다 하더
라도 본문에서 해당 용어가 처음 등장할 때에는 먼저 원어를 적은 다음, 괄호 안에 
약어를 적어주어야 한다([예시] .....근로기준법(이하‘근기법’이라 함).....). 약어색인
의 페이지는 목차 마지막 페이지와 이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따라서 소문자 로마자



로 표기한다.

12. 국문초록
 (1) 논문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국문초록은 왼쪽정렬로 글자크기 11pt, 들여쓰  
     기 10pt로 2페이지 이내로 작성한다. 논문의 제목은 가운데 정렬로 글자크기  
     15pt 진하게 하고, 부제는 가운데 정렬, 글자크기 13pt, 진하게 하여 표기한다.
 (2) 국문초록의 제일 마지막 줄에서 행을 바꾸어 왼쪽 정렬, 글자크기 11pt 진하게  
     하여 학위논문의 검색을 위한 주제어를 5단어 이내로 작성한다([예시] 주제  
     어: 소득보장, 실업급여, 고용보험, 퇴직급여, 실업보험). 
 (3) 국문초록의 페이지는 목차 페이지와는 구분되고 본문과는 연결되도록 하여 양  
     옆에 하이픈이 그어진 아라비아 숫자 1(-1-)로 시작한다. 
   ◎ 새 번호로 시작하여 본문 쪽번호 설정방법 : 글 상단 메뉴 바“모양” -> “새  
     번호로 시작”을 Click하여 “쪽번호”에 체크하고 “확인”Click.  

◎ 이후 다시 글 상단 메뉴 바“모양” 
-> “쪽 번호 매기기”를 Click하여 “번호        모양”을 아라비아 숫자로 변경하고 



“넣기”클릭.

    

13. 본문의 작성
 (1) 문단모양 : 첫 줄 들여쓰기 10.0 pt, 본문 줄간격 180%
   ◎ 모양 : 글 상단 메뉴 바 “모양” -> “문단모양”Click 또는  Alt + T를 동시  
      에 눌러 설정.

 (2) 본문항목구분 번호 : 본문과 동일한 글자체로 일정한 순서를 지켜 작성한다.



항목순서 예시 크기 및 정렬

목   차

국문초록

제1장

제1절 

﹀﹀Ⅰ.

﹀﹀﹀﹀1.

﹀﹀﹀﹀﹀﹀가.

﹀﹀﹀﹀﹀﹀﹀﹀(1)

﹀﹀﹀﹀﹀﹀﹀﹀﹀﹀(가)

﹀﹀﹀﹀﹀﹀﹀﹀﹀﹀﹀﹀1)

﹀﹀﹀﹀﹀﹀﹀﹀﹀﹀﹀﹀﹀﹀가)

﹀﹀﹀﹀﹀﹀﹀﹀﹀﹀﹀﹀﹀﹀﹀﹀①
﹀﹀﹀﹀﹀﹀﹀﹀﹀﹀﹀﹀﹀﹀﹀﹀﹀﹀㉮

외국어초록(영/독문)

참고문헌

가운데 정렬, 13pt 진하게

가운데 정렬, 13pt 진하게

가운데 정렬, 13pt 진하게

띄움없는 왼쪽 정렬, 12pt 진하게

왼쪽으로부터 두 칸 띄움, 11pt 진하게

왼쪽으로부터 네 칸 띄움, 11pt 

왼쪽으로부터 여섯 칸 띄움, 11pt

왼쪽으로부터 여덟 칸 띄움, 11pt

왼쪽으로부터 열 칸 띄움, 11pt

왼쪽으로부터 열두 칸 띄움, 11pt

왼쪽으로부터 열네 칸 띄움, 11pt

왼쪽으로부터 열여섯 칸 띄움, 11pt

왼쪽으로부터 열여덟 칸 띄움, 11pt

가운데 정렬, 13pt 진하게

가운데 정렬, 13pt 진하게

각 “본문내용”은 들여쓰기 10pt, 글자크기 11pt, 줄간격 180%

※ 그러나 각 “항목”에는 들여쓰기 10pt를 적용하지 않음.

(3) 각주 : 각주는 본문과 동일한 글자체로 작성하고, 글자크기 9pt, 장평 95, 자간 -5로 

작성하여야 한다. 각주의 내용은 문장 또는 기술이 끝날 때마다 마침표(.)를 반드시 표기하

여야 한다.

다음의 예시는 문헌인용과 관련한 참고사항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법학교



수회에서 발행한 “법학논문작성 및 문헌인용 표준규정”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낫표
(「 」)나 따옴표(“ ”)의 활용은 작성방식에 따라 가능하며, 하나의 방식이 정해졌
으면 동일한 방법으로 일관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① [일반논문 인용각주 예시1] 김동국·김법학, 부당해고 시 금전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노동법학 제21호, 한국노동법학회, 2010, 214면.
  ② [동일일반논문 인용각주 예시2] 김동국 외, 앞의 논문, 223면.
  ③ [단행본 인용각주 예시] 김동국, 노동법, 법문사, 2010, 332면.
  ④ [기관저자 인용각주 예시] 노동부, 고용보험 백서, 2010, 534면.
  ⑤ [학위논문 인용각주 예시] 김동국,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일
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97면. 
     ※ 학위논문의 부제는 생략하여도 무방함.
  ⑥ [정기간행물 인용각주 예시] 김동국, 사형제도 존․폐론에 관한 소고, 고시계 통
권321호, 2010. 11, 36면.
  ⑦ [법령 인용각주 예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3항 제4호 가목.
     ※ 필요에 따라서는 본문 또는 단서, 전문 또는 후문 등도 특정하여 주어야 함.
  ⑧ [외국문헌 인용각주 예시] N. Gregory Mankiw, Principles of Economics(An 
Asian Edition), Cengage Learning Asia Pte Ltd., 2008, p. 73.
  ⑨ [판례 인용각주 예시]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57 판결. 
  ⑩ [전원합의체 판결 인용각주 예시]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4다56852, 
56853 전원합의체 판결.
  ⑪ [헌법재판소 결정 인용각주 예시]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결정.
  ⑫ [인터넷 자료 인용각주 예시] 김동국,　전자서명과 법률문제, 2000. 5. 5. 방문 
<http://www.kafil.or.kr/seminar/ d-3.htm>. 
  ⑬ [방문인터뷰 인용각주 예시] 가재환 사법연수원장과의 인터뷰, 사법연수원 
210호실, 1997. 8. 22.

 (4) 본문 페이지는 국문초록의 페이지 수와 연결되며, 국문초록의 페이지와 마찬
가지로 양 옆에 하이픈이 그어진 아라비아 숫자로 각 면 하단 중앙에 표시 한다([예
시] -3-).
14. 외국어(영문, 독문) 초록(택1)



 (1) 초록제목은 글자크기 15pt 진하게 가운데 정렬하여 해당초록의 외국어로 표기  
     하고, 부제가 있으면  동국대학교 대학원, 학과 및 성명을 글자크기 11pt 오른  
     쪽 정렬하여 해당 외국어로 우측상부에 표기한다(별첨 참조).
 (2) 초록 본문은 성명이 기재된 행으로부터 하위 2행을 띄우고 본문을 기술한다.
 (3) 본문을 외국어로 쓸 경우 초록은 국문으로 써야 한다.
 (4) 외국어 초록의 마지막 줄에서 행을 바꾸어 글자크기 11pt 진하게 왼쪽 정렬하  
     여 학위논문의 검색을 위한 keyword를 해당언어로 5단어 이내로 작성한다  
     ([예시] keyword : social insurance, employment law, unemployment      
     benefit, unemployment, social safety net). 

15. 참고문헌(별첨참조)
참고문헌은 국내문헌과 외국문헌으로 구분하여 표기하며, 국내문헌은 다시 단행

본, (연구)보고서, 논문 등으로 세부화 하고, 외국문헌은 국가별로 구분하여 표기하
여야 한다. 국내문헌은 저자의 성명으로 가나다 순 배열한다. 또한 동일저자가 계속 
될 경우에는 밑줄로 갈음하며, 연도순으로 정렬한다. 외국인 저자의 이름을 적을 때 
각주에서는 관례에 따라 이름을 먼저 쓰고 성을 나중에 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참
고문헌에서는 저자의 성(姓)을 기준으로 정렬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외국인 
저자의 경우에도 성(姓)을 먼저 쓴다. 따라서 외국인 저자의 성을 한국식으로 앞으
로 빼낸 후, 알파벳 순으로 정렬한다([예시] N. Gregory Mankiw -> Mankiw N. 
Gregory). 참고문헌의 내용은 내어쓰기 25pt로 하며, 글자크기는 11pt로 한다.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법학교수회에서 발행한 “법학논문작성 및 문헌인용 표준규
정”을 준용 한다.



16. 학위논문 제출(총 8부)
 (1) 중앙도서관 제출 : 7부(심사위원 서명날인 부본), 인쇄에 사용된 학위논문  
     파일도 함께 제출함.
 (2) 본대학원 학사운영실 제출 : 1부(심사위원 서명날인 원본).

 ※ 본문의 내용에서 문단이 바뀌면, 한 줄 띄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이상의 지침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한국법학교수회에서 발행한 “법학논문작성 및 문  
   헌인용 표준규정”을 준용 한다.
 ※ 논문 내표지 및 인준지의 논문제목 글자크기는 학과에서 작성하여 배포한 양식으로 사  
   용하되, 논문제목(주제, 부제, 영문주제)의 장평 및 자간은 편의에 따라 조정가능하다.
 ※ 법학과 학위논문에는 “감사의 글”을 넣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Tip : 논문 목차 페이지 추출방법

1. 본문의 수정을 여러 번 거치게 되면 페이지가 틀려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목차  
    의 페이지도 여러 번 수정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다음의 방법을 사  
    용하여 최종 수정된 논문의 목차를 추출하면 이와 같은 어려움은 많이 해소될  
    수 있다. 

2. 추출하고자 하는 본문의 세부항목에 커서를 두고 글 상단 메뉴 바“도구” ->  
    “차례/찾아보기” ->“제목차례표시” Click 또는 Control을 누른 상태에서 K와  
    T를 순차적으로 누름.

[예시] 

제1장 서론[커서를 여기에 두고 상기의 방법대로 “제목차례표시”를 Click]
  제1절 연구의 목적[커서를 여기에 두고 상기의 방법대로 “제목차례표시”를 Click]
         연구의 목적내용 기술...............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커서를 여기에 두고 상기의 방법대로 “제목차례표시”를 Click]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기술...............
제2장 부당해고 일반이론[커서를 여기에 두고 상기의 방법대로 “제목차례표시”를 Click]
         내용기술.............
  제1절 부당해고의 법적성격[커서를 여기에 두고 상기의 방법대로 “제목차례표시”를 Click]
         내용기술.............
    Ⅰ. 부당해고의 의의[커서를 여기에 두고 상기의 방법대로 “제목차례표시”를 Click]
           내용기술..............
      1. 절차적 요건을 결여한 부당해고[커서를 여기에 두고 상기의 방법대로 “제목차례표시”를 Click]
            내용기술..............



3. 이러한 방법으로 목차에 표시하고자 하는 본문의 하위항목까지 모두 “제목차례  
     표시”를 Click한다.

이 후 글 상단 메뉴 바 “도구” ->“차례/찾아보기”->“차례만들기” Click. 

4. 그러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나타나는데, 다음과 같이 체크 및 설정하고 “만들기”  
   를 누른다.

5. 이 후 왼쪽 하단에 붉은글씨로 “빈문서” 탭이 새로이 생성되고, 이를 Click하면  
    지금까지 설정한 목차가 추출되어 있다. 이를 법학과 논문작성지침에 따라 새  
    로이 편집하고 저장하면 목차가 완성된다.



6. 만약 본문에 표가 삽입되어 있어 “표차례”를 만들어야 한다면 상기의 방법과 
동일하게 하되, “차례만들기”만 다음의 그림대로 설정하면 된다.

※ 추출하려는 항목에“제목차례”가 설정되었는지 확인하려면 글 상단 메뉴 바 “보기” 
-> “조판부호”를 Click하여, 해당항목에 주황색 글씨로“[제목 차례]”라고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