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전기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제출 안내
2018. 9. 3.

Ⅰ. 논문 심사 및 제출관련 절차
1. 절차

▷

논문세미나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혹은 논문연기원 제출

◁

학위논문 파일 및
완제본논문 제출

논문중간보고서 제출

논문심사

◁

심사용 논문 제출

▷
◁

논문심사료 납부

▽
개인별 논문심사
일정 확인

논문심사 합격

2. 주요일정
구 분
석사학위청구논문 제출
안내문 배부

일 정

장 소

2018. 9. 3

행정실

논문중간보고서 제출

~ 2018. 9. 28

행정실

논문학기연기신청서 제출

~ 2018. 10. 31

행정실

논문심사비 납부

심사용 논문 제출

모든 금융기관 유레카통합행정>마이유레카>
(창구, ATM기, 학사>졸업>논문심사비납부신청
인터넷․텔레뱅킹) 에서 가상계좌번호 발급
제출서류: 심사용 논문 3부
학위청구논문제출신청서
~ 논문심사일 1주일 전
행정실
학위논문표절검사확인서
※ 개인별 심사일정 추후 공지
※ 미제출 시 심사일정 취소됨

2018. 11. 5 ~ 12. 3

지정장소

졸업전시회 출품비,
학술발표회비 납부

2018. 12. 5 ~ 12. 7

행정실

졸업작품전

2018. 12. 18 ~ 12. 22

이화아트센터

완제본 논문 제출

제출서류: 논문중간보고서, 지도
교수의견서, 연구윤리준수서약서
※ 미제출자 심사 불가

2018. 10. 19 ~ 10. 26

논문심사기간(재심포함)

졸업앨범 사진 촬영

비 고

2018. 12. 17 ~
2018. 12. 22
2019. 2. 18 ~
2019. 2. 28
2019. 1. 2 ~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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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B502
스튜디오김치

행정실

※ 추후 공지
※ 재심도 12. 3(월) 이전 종료

12. 17(월) 09:00 작품 설치
12. 18(화) 17:00 개막식
※ 앨범수령: 2019년 11월 중순
(문의 : 010-5548-3301,
정순임 대표)
제출서류: 학위논문 3부
학위논문저작물이용허락서
학위논문파일제출확인서

Ⅱ. 세부사항
1. 논문세미나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가. 논문세미나 수강신청
1) 수료 후 논문학기생: 논문제출자격시험(종합시험) 기합격자로 논문등록금을 납부한수료생의
경우, 논문세미나는 자동입력됨 (9월 7일(금) 이후 인트라넷 확인)
2) 5학기생: 수강신청 기간 내 개별적으로 논문세미나(학수번호 Z0001) 수강신청 해야 함
2018학년도 1학기에 논문제출자격시험(종합시험) 기합격자로
- 석사학위청구논문 제출예정자
- 석사학위청구논문은 미제출하나 논문지도를 받고자 하는 학생
3) 유의사항
가) 논문세미나는 논문지도 및 논문심사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과목으로 정해진 수업시간과 강
의실은 없으며, 논문지도교수와 개별지도로 진행됩니다.
나) 논문세미나는 수강철회 할 수 없습니다.
나. 논문등록생의 논문등록 취소
1) 논문등록 취소 절차: 유레카통합행정>마이유레카>학사>논문등록취소신청 후 신청서를 출력하
여 본인 날인 및 논문지도교수 날인을 받아 행정실에 제출(논문등록금 반환계좌 입력 필수)
2) 논문등록생(수료생)의 논문등록 취소 시 등록금 반환
논문등록 취소 신청 접수일
학기 개시일

2주 이내 (09.01 ~ 09.14)

반환금액
논문등록금 전액 반환

학기 개시일 30일 이내 (09.15 ~ 09.30)

논문등록금의 5/6

학기 개시일 60일 이내 (10.01 ~ 10.30)

논문등록금의 2/3

학기 개시일 90일 이내 (10.31 ~ 11.29)

논문등록금의 1/2

※ 논문등록취소신청서 접수일은 논문등록취소신청서를 디자인대학원행정실에 제출한 날짜임
※ 논문등록취소신청서 접수마감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논문등록취소신청서는 익일까지
제출 가능하나, 유레카 논문등록취소신청은 반드시 접수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다. 유의사항
1) 논문심사를 받은 이후에는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논문등록 취소가 불가합니다.
2) 논문등록 취소 시 논문심사는 물론 논문지도 역시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논문등록 취소 시 수강 중인 논문세미나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4) 논문등록금은 차기 학기로 이월되지 않으며, 논문을 쓰는 학기에 다시 논문등록금을 납부하
여야 합니다.
5) 논문제출연한(입학일로부터 7년 이내)이 만료되면 영구수료가 되어 논문제출자격이 상실되
오니 논문 진행 및 논문 연기 시 이 점을 숙지하여 반드시 본인의 논문제출연한을 확인하기
바랍니다.(영구수료자는 1회에 한해 논문제출자격재부여 기회가 있음).
6) 영어시험 미통과자는 논문심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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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문중간보고서 제출
가. 제출서류

1) 논문중간보고서: 논문지도교수 날인 (디대원 홈페이지→게시판→서식모음 No.37)
2) 지도교수의견서: 논문지도교수 날인 (디대원 홈페이지→게시판→서식모음 No.37)
3) 연구윤리준수서약서: 논문지도교수 날인 (디대원 홈페이지→게시판→서식모음 No.23)
※ 학사지도교수 날인은 행정실에서 일괄 진행합니다.
나. 제출일자 및 장소: 2018. 9. 28 (금) 까지, 디자인대학원 행정실
※ 미제출자는 논문심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심사용 논문 제출
가. 제출서류
1) 학위청구논문제출신청서:본인 날인(디대원 홈페이지→게시판→서식모음 No.13)
2) 학위논문표절검사확인서:본인 날인 및 논문지도교수 날인(디대원 홈페이지→게시판→각종서식
No.27)
3) 심사용 논문 3부: 가제본(링제본)하여 3부 각각 논문지도교수 날인
․ 이화여대 석사학위청구논문체제에 준하여 작성(영문초록 포함/가이드북 참조)
․ 작품제작의 경우, 논문에 사진을 부착하고 작품은 심사 당일 프레젠테이션
․『논문작성법』(이대출판부, 2012)참조하여 작성
나. 제출일자 및 장소: 논문심사일(추후공지) 1주일 전 까지 디자인대학원 행정실로 제출
※ 본인의 논문심사일 1주일 전 까지 심사용 논문 미제출 시 심사 일정이 취소됩니다.
※ 심사용 논문은 행정실에서 접수․봉인 후 본인이 심사위원들께 직접 전달해야 합니다.
다. 논문심사료: 2018. 10. 19(금) ~ 10. 26(금)까지 납부
유레카통합행정>마이유레카>학사>졸업>논문심사비납부신청>신청버튼 클릭 후 가상계좌번호
확인>고지서 출력> 모든 금융기관 창구납부,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ATM기 이체 등을 이용
하여 고지서 상의 납부계좌로 송금
4. 논문심사 기간: 2018. 11. 5(월) ~ 12. 3(월) 중 (재심기간 포함, 심사날짜 추후 공지)
가. 재심: 초심일로부터 2주일 이내 1회 실시
※ 재심 학생은 논문심사 직후 재심 일정을 행정실로 통보하여야 하며, 논문을 수정하여 재심일
4일전 까지 논문접수 절차(논문심사료 납부 제외)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기일엄수).
※ 논문심사 후 논문제목이 변경된 학생은 즉시 행정실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논문심사 프레젠테이션 시 필요한 부대 장치는 개별적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5. 논문학기 연기 신청
가. 논문지도는 받되 논문심사를 받지 않는 경우 제출
나. 제출서류: 논문학기연기신청서(디대원 홈페이지→게시판→서식모음 No.16)
다. 제출일자 및 장소: 2018. 9. 3(월) ~ 2018. 10. 31(수)
※ 위 논문학기연기신청서 제출 기간 이후라 할지라도 논문 진행 중 부득이하게 심사용 논문
제출을 연기해야 할 경우 논문학기연기신청서를 행정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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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등록생이 논문등록을 취소하고 등록금을 반환받고자 할 경우에는 논문등록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논문 수정 및 논문 수정 확인서 제출
가. 논문심사 시 지적받은 사항을 수정 완료 후, 논문지도교수, 논문심사위원 3인의 날인을
받은 논문 수정 확인서 제출
나. 제출일자 및 장소: 심사일로부터 10일 이내, 디자인대학원 행정실
※ 논문 수정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7. 학위명
Master of Design (Fashion Design / Fabric Design / Ceramic Design / Advertising &
Brand Design / Interior Design / User Experience Design / Design
Management / Service Design / Craft Design / Space & Lighting
Design)
8. 논문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영문초록작성을 위한 영문전공명 등
1)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The Graduate School of Design, Ewha Womans University
2) 디자인학과
Department of Design
∙ 패션디자인 전공

Major in Fashion Design

∙ 섬유디자인 전공

Major in Fabric Design

∙ 도자디자인 전공

Major in Ceramic Design

∙ 광고∙브랜드디자인 전공

Major in Advertising & Brand Design

∙ 실내디자인 전공

Major in Interior Design

∙ UX(User Experience)디자인 전공

Major in User Experience Design

∙ 디자인매니지먼트 전공

Major in Design Management

∙ 서비스디자인 전공

Major in Service Design

∙ 크래프트디자인 전공

Major in Craft Design

∙ 공간·조명디자인 전공

Major in Space & Lighting Design

3) 영문이름(예시):

KIM In-sook

나. 페이지 번호 매기는 방법
1) 페이지 번호는 전문(표제지, 인준서, 목차, 본문 앞의 논문개요)과 본문 부분(본문,
참고문헌, 부록, 논문초록)으로 나누어 표시하되 전문에는 로마숫자 소문자(i, ii, iii, ···)로
본문 부분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다.
2) 표제지와 인준서에는 페이지 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목차를 첫 페이지로 하여 페이지
번호를 기재한다.
3) 페이지 번호는 전문 및 본문 부분 모두 하단 중앙에 적으며, 페이지 번호의 위치는 서식
제5호를 참조한다.
4) 페이지 번호의 좌우에는 줄표[-]를 찍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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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참고문헌 실례
1) 단행본
최명식(2009).『디자인의 초록이다』. 서울: 아트하우스.
2) 논문
김이화(2010). 「논문명」. 이화여자대학교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이화(2010). 「논문명」. 『학회지명』 vol.32. ○○학회.
라. 각주 실례
1) 단행본
최명식(2009),『디자인의 초록이다』(서울: 아트하우스), p.23.
2) 논문
김이화(2010), 「논문명」, 이화여자대학교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3.
김이화(2010), 「논문명」, 『학회지명』 vol.32, ○○학회, p.23.
※ 기타 자세한 사항은『논문작성법』(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12)을 참조하십시오.
마. 논문전자본 작성
1) 논문파일은 한글, MS-Office Word, 훈민정음 파일로 작성, 기타 다른 형태의 파일은
PDF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2) 논문파일의 용량을 15MB 이하로 작성. 15MB 초과 시 별도 제출
(별도 제출 문의: 중앙도서관 학술정보지원팀 수서실(02-3277-4617))
3) 논문파일과 책자논문의 내용은 동일하여야 함
4) 표지, 목차, 본문, 초록을 1개 파일로 작성
5) 그림파일은 반드시 문서에 포함하여 작성
바. 표지, 표제지 연도 작성(2018학년도 제2학기 논문제출자 기준)
1) 표지 좌측상단의 학년도: 졸업학년도(2018학년도)
2) 하단의 연도: 졸업연월일 연도(2019)
3) 표제지의 연월: 2018년 논문심사기간(2018년 12월)
사. 본문 및 각주
1) 본문 폰트: 신명조 또는 휴먼명조 10~11pt, 줄간격 160~200
2) 각주 폰트: 신명조 또는 휴먼명조 9pt, 줄간격 130
9. 완제본 논문 및 논문 전자본 제출
가. 논문심사에서 지적 받은 사항의 수정 확인 완료 후, 각자 컴퓨터 출력 또는 인쇄
※ 최종 인쇄 전 반드시 논문지도교수 및 심사위원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석사학위논문의 서식 및 규격은 배부한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청구 논문 체제를 참조하여
정확히 인쇄 또는 출력
※ 규격이나 서식이 다를 때에는 학위논문으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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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출서류
1) 학위논문 3부: 용지크기 B5, 하드커버(표지: 검은색, 금박, 크기19.5＊26㎝)
※ 논문지도교수, 논문심사위원 3인의 서명과 날인을 반드시 3부 각각에 받아 제출
2) 논문전자본: <학위논문 온라인 제출 과정>을 참조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학위논문 온라인 제출시스템(http://dcollection.ewha.ac.kr/jsp/index.jsp)
3) 학위논문 저작물 이용 허락서: 온라인 제출 후 24시간 후 [제출내역조회]에서 출력가능, 본인 서명하여
제출
4) 학위논문 파일 제출확인서: 온라인 제출 후 24시간 후 [제출내역조회]에서 출력가능
※ 온라인제출을 먼저 한 후 완제본 논문을 3), 4)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일자 및 장소: 2019. 1. 2(수) ~ 3(목), 09:30-16:30, 디자인대학원 행정실 (기일엄수)
10. 졸업작품전 및 학술발표회

․ 졸업작품전, 학술발표회는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에 따른 필수사항입니다(졸업생 전원 필수).
․ 졸업작품전, 학술발표회 관련 사항은 논문지도교수 및 학사지도교수와 상의하십시오.
․ 이론 논문을 쓰는 학생도 2P 한글파일 자료를 제출합니다. (학술모음집 발간)

가. 기간: 2018. 12. 18(화) 오후5시 ~ 12. 22(토) 오후3시
나. 작품설치: 2018. 12. 17(월) 오전 9시 ~ / 작품반출: 2018. 12. 22(토) 오후3시 ~
다. 장소: 졸업전시회-조형A동 2층 이화아트센터 / 학술발표회-조형B동 505호
라. 졸업작품전 출품비, 학술발표회비 납부: 2018. 12. 5(수) ~ 7(금), 디자인대학원 행정실
※ 졸업작품전 라벨용 논문제목 확인: 2018. 12. 10(월)
※ 학술발표회 학술모음집 발간을 위한 한글파일 제출: ~ 2018. 12. 7(금)
제출방법: gsdewha@ewha.ac.kr로 이메일 송부
(신청서식과 출품비고지서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마. 1인당 출품작품 수: 학사지도교수와 협의
바. 일정 등 변경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 졸업전시에 필요한 모든 소도구(받침대, 마네킹, 와이어, 빔프로젝터 등)는 각자 준비하여야
합니다.
※ 전공별로 지킴이를 선발하여 전시기간의 해당 시간에 전시실을 지켜야 합니다.
11. 졸업앨범용 사진 촬영
가. 촬영기간 및 장소 : 2018. 12. 17(월) ~ 12. 22(토) 조형예술관 B동 502호
2019. 2. 18(월) ~ 2. 28(목) 스튜디오김치(정순임 대표, 010-5548-3301)
나. 촬영내역 : 평상복 및 석사학위가운 착용 촬영
다. 단체사진은 졸업식 당일 본관 앞에서 촬영(촬영 후 졸업식 참석)
라. 졸업앨범은 2019년 11월 중순경 스튜디오김치에서 직접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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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학위청구논문 작성법
Ⅰ. 학위논문 작성 요령

< 기준>
1. 편집용지 : A4 (210 x 297mm)
편집용지(A4) 와 제본용지(B5) 의 크기는 다르며,

아래 제시된 요령을 따라야 제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백이 나옴

2. 용지여백 : 위·아래 여백 35mm, 머리말·꼬리말 15mm, 좌·우 여백 35mm
3. 글씨체 및 크기
· 폰 트 : 신명조, HY신명조, 휴먼명조, 바탕체, Times New Roman 중 사용
· 큰 제 목 : 14-16point, 진하게
· 중간제목 : 12-13point, 진하게
· 본 문 : 10-11point
· 각 주 : 9point
4. 줄 간격 : 160-200%
<MS 워드 기준>
1. 편집용지 : A4 (210 x 297mm)
2. 용지여백 : 위·아래 여백 4.5cm, 머리글·바닥글 1.5cm, 좌·우 여백 3.5cm
3. 글씨체 및 크기는 위  기준과 동일

Ⅱ. 학위논문 제본 방법

1. 용지의 종류 : 80g/m2 이상 백색 모조지
2. 용지의 크기 : B5
3. 하드커버 장정 : 하드커버는 검은색, 금박 (교육대학원은 감색, 금박)
하드커버 크기는 195 x 265mm
4. 인쇄방식 : 기본적으로 양면인쇄를 한다.
5. 논문이 반드시 갖출 사항과 순서
가. 표지, 책등(서식 제1호 및 제2호)
나. 표제지(서식 제3호)
다. 인준서(서식 제4호): 도장날인 외 자필서명도 허용. 복사는 허용하지 않음.
라. 목차, 표 그림목차(서식 제5호 및 제6호)
표목차 및 그림목차가 있을 경우에는 목차 다음에 넣는다.
마. 기호 또는 약자 설명 페이지
필요한 경우 목차(표목차 및 그림목차 포함) 다음 페이지에 기호 및 약자에 대한 자세한 설
명을 넣을 수 있다.
바. 논문 개요(서식 제7호)
논문 본문에 사용한 언어로 쓰며, 논문 개요의 길이는 2～3페이지로 한다.
사. 논문 본문(서식 제8호)
아. 참고문헌 목록
저자명의 가나다순으로 국한문의 문헌을 먼저 나열하고 그 다음에 알파벳 순서로 구미어의

.

문헌을 나열한다 영어로 쓴 경우에는
각 전공별 내규에 따른다

Bibliography, Works Cited 또는 Reference라고 하며

.
- 7 -

* 본문
.

(

및 참고문헌은 전공학문분야별 전문학술지의 편집체제를 따라도 됨 대학원 학칙시

44조 ①).

행세칙 제

자 부록

.

필요한 경우에는 부록을 참고문헌 목록 다음에 넣는다 부록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부록1. 설문지>, <부록2. 관련 작품 목록> 등(영어의 경우 Appendix 1, Appendix 2 등)
으로 각각을 명백히 구분해서 표시해야 하며, 각 부록마다 제목을 달아야 한다.
차. 논문초록(서식 제9호)
본문이 한국어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영어, 불어, 독일어, 중국어의 4개 국어 중 하나로 표시
하고 영문제목, 영문이름, 영문소속 모두 정확히 기재한다. 본문이 외국어일 경우에는 한국어
로 쓰며 마찬가지로 한글제목, 한글이름, 한글소속 모두 정확히 기재한다(대학원 학칙시행세
칙 제44조 ②).
* 한글 소속 확인방법:
[유레카통합행정]-[마이유레카]-[학사]-[E-커리어카드]-[E-커리어카드Y]-[소속]
* 영문 소속 확인방법:
[유레카통합행정]-[마이유레카: 오른쪽 상단에서 English버튼 클릭][Academic Affairs]-[E-Career Card]-[E-CareerChart Y]-[Dept.]
카. 감사의 글
목차와 기호(또는 약자) 설명 페이지 다음에 ‘감사의 글’을 넣을 수 있다.

6. 분류기호
장(章), 절(節), 항項), 목(目) 등의 구분기호는 다음과 같다.
분류
장
절
항
목
그 이하

7. 제목

Ⅰ.
Ⅱ.

국한문

A.
B.

1.
2.

.
나.

Ⅰ.
Ⅱ.

가

⑴
⑵

㈎
㈏

ㄱ.
ㄴ.

㈀
㈁

구미어

A.
B.

1.
2.

a.
b.

⑴
⑵

⒜
⒝

i.
ii.

(i)
(ii)

,
,
목 다음에 쌍점(:)을 찍은 후 부제를 쓰거나 주제목 다음 줄에 두 개의 줄표[-] 사이에 삽입한다.

논문제목 및 장 절 등의 제목에는 구두점을 찍지 않으며 논문제목에 부제가 있을 때에는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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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페이지 번호
가. 페이지 번호는 전문(표제지, 인준서, 목차, 본문 앞의 논문개요)과 기타 부분(본문, 참고문
헌, 부록, 논문초록)으로 나누어 표시하되 전문에는 로마숫자 소문자(i, ii, iii, ···)로, 기타
부분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다. 표제지와 인준서에는 페이지 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목차를 첫 페이지로 하여 페이지번호를 기재한다.
나. 페이지 번호는 전문 및 기타부분 모두 하단 중앙에 적으며, 페이지 번호의 위치는 서식 제
5호를 참조한다.
다. 페이지 번호의 좌우에는 줄표[-], 묶음표, 마침표 등 어떠한 구두점도 찍지 않는다.
9. 자세한 사항은 논문작성법(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12)을 참고하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각 대학원행정실로 문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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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편집용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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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워드 기준> 편집용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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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국문 표지)

2.0cm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2.0cm 2018 학년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10.0cm

(16pt)

논 문 제 목
(21pt)
(중앙선)

。

9.75cm

0.5cm
0.5cm

○ ○ 전공
김 이 화
2019

(16pt)
(16pt)
(16pt)

3.0cm
19.5cm

※ 1. 논문제목 크기 및 상하의 간격은 논문제목 길이에 따라 적절하게 조절한다.
2. 좌측 상단에는 졸업학년도를 기재한다(예: 2019년 2월 또는 8월 학위수여자의 경우는
2018학년도라 표시함).
3. 하단에 있는 연도는 졸업년월일의 연도를 표시한다(예: 2019년 2월 또는 8월 학위수여자의
경우는 2019을 표시함).
4. 디자인대학원은 ○○전공으로 표시함(예: 패션디자인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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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영문 표지)

2.0cm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2.0cm 2018 학년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10.0cm

(16pt)

논 문 제 목
(21pt)
(중앙선)

。

9.75cm

0.5cm
0.5cm

○ ○ 전공
Ewha Kim
2019

(16pt)
(16pt)
(16pt)

3.0cm
19.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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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책등)
2.0cm

논
문
제
목

。

김
이
화
3.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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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국문 표제지)

(중앙선)

9.5cm

7.0cm

텔레비전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1pt)

5.0cm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16pt)
1.5cm

2018 년 12 월
(12pt)

3.0cm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 ○ 전공 김 이 화

1.0cm

(12pt)

(16pt)

3.0cm

。

19cm

※ 1. 논문제목 크기 및 상하의 간격은 논문제목 길이에 따라 적절하게 조절한다.
2. 년월은 학위논문 제출년월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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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영문 표제지)
(중앙선)

9.5cm

7.0cm

Predictive Habitat Model for Eurasian Otter
(Lutra lutra) inhabiting in the catchment
of Naechon and Kuneob river
(21pt)

5.0cm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16pt)
1.5cm

2018 년(12pt)12월
3.0cm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 ○ 전공

1.0cm

(12pt)

Ewha Kim

(16pt)

3.0cm
19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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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제4호(국문 인준서)

6.0cm
3.0cm
2.0cm

2.0cm

김 이 화 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1pt)
지도교수
심사위원

○(12pt)○ ○







2.0cm

3.0cm 0.5cm




5.0cm

4.5cm
6.0cm

1.5cm
1.5cm

1.5cm

1.5cm




0.5cm

2.5cm 3.0cm

5.0cm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16pt)
3.0cm
19cm

※ 1. 심사위원의 수는 박사학위과정은 5명이고, 석사학위과정은 3명이므로 상하의 간격은 적절하
게 조절한다(지도교수와 심사위원이 동일한 경우에도 심사위원에 모두 기입함).
2. Hard cover(석사 3부, 박사 3부) 모두 지도교수와 심사위원 날인 또는 자필서명하며, 복사는
허용하지 않는다.
3. 글자크기를 12pt로 설정해놓은 상태에서 0.5cm는 3번 띄어쓰기 한 것과 유사함을 참고한다.
4. ‘지도교수’와 ‘심사위원’ 성함을 작성할 때에는 글자 사이를 한 칸씩 띄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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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영문 인준서)

6.0cm
3.0cm
2.0cm

Ewha Kim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1pt)
지도교수
심사위원

○ ○ ○

2.0cm

(12pt)







2.0cm

3.0cm 0.5cm 




5.0cm

4.5cm

1.5cm
1.5cm

1.5cm

1.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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