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 불어불문학과
학사학위논문 기준

1. 기준 마련의 필요성
가. 학생들의 인문학적인 소양의 함양과 개별 관심 분야의 탐구를 격려하며, 이에 근거한
자기 사유의 형성과 표현을 독려함.
나. 자신의 사유를 논리적인 방식과 학술적인 글쓰기로 표출할 수 있기 위해, 본 학과에
서는 국내 논문의 보편적인 양식에 근거한 통일된 논문 양식을 제공하고자 함.
다. 문과대학 불어불문학과 교수들은 공통으로 다음과 같이 학사학위논문의 기준을 규정
함.
라. 본 기준은 2019년 3월1일부터 시행되며, 2019년 9월01일 부분 개정함.

불어불문학과 학과장 Benjamin Joinau
박상준
김예경
김설아
Stéphane Bois

※

별첨 학사학위논문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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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 불어불문학과
학사학위논문 양식
1) 글자체, 행간, 분량, 각주, 제목
① 글씨체: 한글파일 HWP 혹은 워드 Word 로 바탕체, 11 포인트, 1.5 행간으로 규정.
각주는 9 포인트, 1 행간으로 규정.

② 분량: (표지, 요약문, 참고문헌 포함) 총합 A4 지 최소 15 장에서 최대 20 장으로 규정.
③ 제목:
제목 1. : 12 포인트 활자와 볼드체로. I, II, III, IV (+ 제목)
제목 2. : 11 포인트 활자와 볼드체로. 1, 2, 3, 4 (+ 제목)
제목 3. : 11 포인트 활자와 볼드체로. 1.1, 1.2, 1.3 (+ 제목)

2) 표절 방지를 위한 ‘인용’과 ‘각주/미주’ 처리를 아래와 같이 규정.
▶ 논문에 인용한 도서:
국내 단행본:
① 일반 저서: 저자명(성, 이름), 『제목』, 장소, 출판사, 출판연도, 페이지 수.
② 해외 번역본: 저자명(성, 이름), 『제목』, 00 옮김, 장소, 출판사, 출간연도, 페이지 수.

해외 단행본:
저자명(**이름, 성), 제목(이탤릭), 장소, 출판사, 출간연도, 페이지 수.
※

단행본의 경우, 국내-해외 단행본 모두 논문 말미 <참고문헌>에서 페이지수를 적지 않음.

▶ 논문에 인용한 학술지 논문 및 공동저술의 한 장(chapitre):
국내 논문:
저자명(성, 이름), 「 논문 제목 」, 『학회지』, 학회지 호/집, 출간 연도, 페이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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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논문(프랑스나 영문):
저자명(**이름, 성), «제목», 학회지(이탤릭) 및 학회지 호(Vol. No.), 장소, 출판사, 출간연
도, 페이지 수.

공동저술의 한 장(Chapitre): 논문 제목 」
① 국내 저서: 저자명(성, 이름), 「장(Chapitre) 제목」, 『책 제목』, 장소, 출판사, 출판
연도, 페이지 수.

② 해외 저서: 저자명(**이름, 성), «제목», 제목(이탤릭), 장소, 출판사, 출간연도, 페이지 수.

▶ 논문에 인용한 석사, 박사 논문 각주(미주)처리:
① 국내 논문: 저자명(성, 이름), 「논문 제목」(해외의 경우: «제목») 취득 기관(대학
교), 학위(예시: 000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제출 연도, 페이지수.

※ 논문의 경우, 국내-해외 단행본 모두 논문 말미 <참고문헌>에서 페이지수를 적음.

▶ 웹사이트:
① 인터넷 저널(공공기관, 정부기관, 위키백과, 등 포함): 저널/기관 명, 저자명(성,
이름), “제목” (해외의 경우: «제목»), 참조 날짜(00년 00월00일 검색), 웹 주소.
3) <본문>에서 고유명사 사용 표기법
▶ 외국작가명, 지명….등 : 국문(불문 또는 영문)으로 씀
Ex) 롤랑 바르트 (Roland Barthes), 파리(Paris)
▶ 해외 단행본(이탤릭) 및 논문 : 국문(불문 또는 영문)
Ex) 호머(Homère)의 『일리아드 Illiade』, 빅토르 위고(Victor Hugo)의
『레미제라블 Les Misérables』,
▶ 예술작품의 제목, 공연제목, 영화제목 등: <>로 표시함.
Ex) 봉준호의 <괴물>, 빅토르 위고(Victor Hugo)의 <레미제라블(Les

Misérables)>, 세잔(Paul Cézanne)의 <사과(Les pommes)>, 마티스(Matisse)의
<붉은 방(Salon rou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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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 및 강조: 인용문에 꼭 인용 부호.
논문에서 인용문구는 따옴표(“ “)로 처리함.
논문에서 강조 문구는 작은 따옴표(‘ ‘)로 처리함.
각주에서 인용한 문구나 참고 내용은 출처를 필수로 제시.
4) 필수 부분: (논문은 아래 ‘순서’로 구성됨)
▶ 표지
▶ 목차
▶ 국문 요약+열쇠어(국문)5 개 - 불어 요약+keywords(불문) 5 개
▶ 서론
▶ 본론
▶ 결론
▶ 참고문헌
5) 모두를 위한 공통의 양식:
- 바인딩 양식
- 표지 양식(샘플 제시를 참고함)
6) 논문지도 교수의 최종 ‘통과’:
논문 파일(HWP 또는 DOC)과 프린트 된 소책자 형식의 논문을 지도 교수에게 제출함.
이후 논문 파일과 소책자는 학과에 참조자료로 보관.
7) 평가: 100 점 만점에 80 점 이상
8) 평가 항목들
① 주제의 적절성
[프랑스 문학, 프랑스어학, 프랑스 문화와의 관련성, 프랑스 인문사회과학]
②

형식의 적절성

[논문으로서 필요한 형식을 갖추고 있는가? 참고문헌, 각주, 미주, 서론/본론/결론,
인용 등등]
③ 기존 연구에 대한 사전 조사의 충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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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은 적절한가? 기존 연구 결과들을 잘 정리하고 있는가? 참고문헌과 기존
연구에 대한 고찰이 주제에 적합한가?]
④

문장의 가독성

[비문은 없는가? 논리적 전개는 적절한가? 사용된 문장이나 어휘가 적절한가?
프랑스어 명칭의 철자법 적절한가? 등등]
⑤

내용의 독창성

[표절여부, 제출자의 의견/생각이 잘 정리되어 있는가? 등등]
** 참고: DELF B2 이상의 자격증 취득 시 논문 제출 불필요.
9) 논문지도 교수와의 면담
▶ 직접 면담: 최소 1 번 필수.
▶ 면담 불가능시(취업, 등) : 논문 제출 후 간단한 구두심사 진행.
※ 해당 학기 면담 불가능자들은 ‘지정일’ 저녁 시간에 함께 모여서 공동으로 심사 진행할 예정임 ※

2019 년 8 월 30 일 개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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