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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서의 체제

  가. 연구보고서의 규격 및 분량

    1) 4 ․ 6배판(190mm×260mm)

    2) 지질 : 70ｇ/㎡ 이상의 모조지로 한다.

    3) 분량은 20매 내외로 한다

  나. 논문의 편집 및 인쇄

    1) 표지 : 소프트카바(회색 레자크 200g/㎡)

    2) 논문은 워드프로세서(전산)로 편집하여 단면 인쇄한다.

    3) 본문의 편집규격 : 130mm×200mm(A4용지 기준 여백설정은 다음과 같다)

      가) 상ㆍ하여백 : 각 38mm

      나) 좌ㆍ우여백 : 각 40mm

      다) 머리말여백 : 11mm

      라) 꼬리말여백 : 11mm

    4) 활자의 크기 및 줄간격은 다음과 같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대 타이틀(서론, 본론, 결론) : 16p

      나) 중 타이틀(각 절 제목) : 12p

      다) 본문내용 : 10.5p

      라) 각주 : 9p

      마) 줄간격 : 175%∼185%

      바) 본문서체 : 한글은 휴먼명조 또는 신명조, 영어는 신명조, 한자는 신명세명조  

    5) 페이지 부여

      가) 제출 내표지 및 인준 내표지는 페이지를 부여하지 않음

    나) 서론부터 페이지를 시작한다.

    다) 전문 및 본문의 페이지 번호는 꼬리여백(A4용지 기준)의 11mm로 

하여 중앙정렬하고 번호의 좌·우에 보탬줄(dash)을 긋지 않는다.

  다. 내용 기재 순서

    1) 앞표지(별표1)

  2) 속표지(별표2) 



  3) 본문목차

     목차의 구성은 계열별로 다양하므로 예시하기 어려우나 전체적으로는 

서론, 본론, 결론의 순으로 구성되도록 해야 하며 논리 정연해야 한다.

    4) 본문

    5) 참고문헌

 

2. 연구보고서 작성 방법

  연구보고서 작성은 상기의 작성지침을 준용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논문 작성지침을 따른다.



3. 연구보고서 표지 작성 예시

별표 1. 연구보고서 앞표지 예시：4×6배판(190×260mm)                       등표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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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우배열은 중앙정열, 글꼴과 글자크기는 예시 참고하여 적절하게 조정 가능함

※ 부제가 있을 경우 연구보고서 제목 밑에 표기하고, 좌우양단에 보탬줄(dash)을 긋는다.

※ 소프트카바는 회색 레자크(200g/m2)로 한다.

※ A4용지로 편집시 상단의 4cm를 5cm로, 하단의 3cm를 5.7cm로 하여 인쇄시 논문의 규격
   (190×260mm)에 맞게 재단하여야 함.



별표 2. 연구보고서 속표지 예시：4×6배판(190×26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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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우배열은 중앙정열, 글꼴과 글자크기는 예시 참고하여 적절하게 조정 가능함

※ 부제가 있을 경우 연구보고서 제목 밑에 표기하고, 좌우양단에 보탬줄(dash)을 긋는다.

※ A4용지로 편집시 상단의 4.5cm를 5.5cm로, 하단의 3cm를 5.7cm로 하여 인쇄시 논문의 규격
   (190×260mm)에 맞게 재단하여야 함.

※ 지도교수 성명 옆에 지도교수의 날인을 받아 인쇄본을 제출하여야 함.

※ 학위명 : 보건행정학전공→보건행정학석사학위, 사회복지행정학전공→사회복지학석사학위, 
            상담심리치료학전공→상담심리치료학석사학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