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urabian 스타일 안내 
 

1.  모든 과제물 및 각종 보고서의 기본 용지는 Letter 용지 (8.5 인치 x 11.5 인치) 를 

사용한다. 글자체는 바탕체, 글자 크기는 11 을 기본으로 한다. 

2.  제목 페이지 (겉표지) 

가. 제목 

1) 제목 페이지의 모든 내용은 페이지 중앙 (Center) 에 위치한다. 

2) 만일 제목의 전체 글자수가 빈 스페이스 포함 48 개를 초과하는 경우 

역삼각형 형식의 두 줄로 사용한다. 
3) 제목은 영문, 한글 혹은 영어/한글 혼용이 가능하다. 
4) 영문을 사용하는 경우 모두 대문자를 사용한다. 

 

나.  나머지 부분 

1) 제목 이외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헤드라인 스타일을 사용한다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 그외는 모두 소문자 사용). 

2) 전치사 및 관사는 항상 소문자를 사용하되, 전치사가 문단의 첫 머리에 

나오는 경우는 대문자를 사용한다. 

 
다.  여백 및 Space 

1) 상단 여백 A 는 1 인치 혹은 그 이상이며 하단 여백 E 는 상단 A 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림 1 참조). 

2) 왼쪽과 오른쪽 여백은 1 인치로 한다. 

3) 제목과 “A paper” 사이의 여백 B 는 이름과 전공분야 사이의 여백 D 와 

일치해야 한다 (그림 1 참조). 

4) 중앙 C 의 여백은 다른 간격들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라. 기타 사항 

1) 이름과 제출 마감일 사이에 대학 학위 및 대학원 학위를 기록한다. 

2) 학위명은 약자로, 학교 명은 Full Name 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졸업년도를 

기재한다. 

3) 제목 페이지는 페이지상 로마숫자 소문자 i 페이지로 간주되지만, 번호는 

기입하지 않는다. 

4) 제목 페이지와 목차 페이지 사이에 빈용지를 삽입하며 빈 용지는 로마숫자 

ii 페이지로 간주되나 번호는 기입하지 않는다. 

 
마.  모든 보고서 및 과제물은 Stapler 를 사용하여 왼쪽 상단 모서리를 bind 하며, 

다른 커버나 바인더를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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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차 페이지 

 
가. 목차 

1) 본 페이지의 제목은 “목차”이다. 

2) 제목 “목차”는 페이지 상단에서 1 인치 아래 중앙에 위치한다. 

 
나.  여백 및 줄간격 

1) 페이지 여백: 상 하 좌 우 - 1 인치 (박사논문인 경우에 좌 – 1.5 인치) 

2) 목차와 내용 줄간격: 세줄 간격 

3) 목차 내의 모든 줄간격은 두줄 간격이지만, 장 제목이나 부제목들의 길이가 길어 

두줄로 만들 경우 싱글 스페이스로 한다. 

 
다.  줄 맞춤 

1) 장 번호는 왼쪽으로 일치되게 열을 맞춘다. 

2) 장 제목들의 첫 글자는 모두 열이 일치해야 한다. 

3) 동일한 장 내의 부제목들은 장 제목으로 부터 3 스페이스를 들여쓴다. 

4) 부제목에 두줄이 필요한 경우 다시 3 스페이스를 들여쓴다. 

5) 장들이 나타나는 페이지 숫자는 오른쪽으로 열을 일치시킨다. 

 
라.  기타 

1) 부제목들의 페이지 표시는 생략이 가능하다. 

2) 장 번호는 아라비아 숫자, 로마 숫자 대문자 등을 사용할 수 있지만, 아라비아 

숫자가 가장 용이하다. 

3) 장 제목과 페이지를 연결하는 점선은 스페이스가 있는 마침표들로 구성된 선이다 

(마침표 – 스페이스- 마침표 – 스페이스 . . . ). 

4) 점선의 점들은 모두 수직으로 일치해야 한다. 

5) 목차 페이지 번호는 로마 숫자 소문자로 iii 이며, 페이지 하단 중앙에 위치한다. 

6) 다음 페이지에 등장하는 목차 페이지의 예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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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 론 

 
가. 서론의 제목 

1) 서론은 항상 논문이나 보고서의 제 1 장이 되어야 한다. 

2) 서론은 문서의 중앙에 위치한다. 

3) 목차와 일치되어야 한다. 

 
나.  여백 및 줄간격 

1) 상단 여백은 2 인치 이다. 

2) 하단 및 좌우측은 1 인치 (박사논문은 좌측 1.5 인치)로 한다. 

3) 서론이라는 제목과 내용의 첫 줄간의 간격은 3 줄 간격이다. 

4) 내용 및 각주는 더블 스페이스를 사용한다. 

 
다.  들여쓰기 

1) 각 문단의 첫줄은 0.5 인치 들여쓰기를 한다. Block 인용문의 경우는 (블락 

인용문은 두 문장 이상으로 이루어져 텍스트 내에서 8 줄 이상을 차지하는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 사용) 왼쪽 마진에서 0.4 인치 들여쓰기를 한다. 

2) 블락 인용문이 첫 문장인 경우는 0.8 인치 들여쓰기를 한다. 

3) 각주의 들여쓰기는 본문과 동일하다. 

 
라.  페이지 

1) 서론 첫 장의 페이지는 아라비아 숫자 1 로 표시한다. 

2) 페이지 번호는 하단에서 1 인치 떨어진 중앙에 위치한다. 

 
마. 각주 

1) 각주는 필요한 내용에 Superscript (어깨숫자)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문장 끝에 

표시하는 경우 마침표 뒤에 표시한다. 

2) 각주는 각주를 필요로 하는 내용이 있는 페이지 에서 시작해야 한다. 

3) 각주는 각주 분리선으로 내용과 분리하여 기록한다. 

4) 각주 분리선은 2 인치의 길이로 하며 각주들은 번호 순서대로 분리선 하단에 

위치한다. 



5. 서론 계속 

 
가. 각주 

1) 각주 번호는 1 장에 끝날 때까지 1 부터 연속 번호를 사용한다. 

2) 장이 바뀌면 각주 번호는 1 부터 다시 시작한다. 

3) 각주 내의 번호는 두 종류가 가능하다. 어깨 숫자와 일반숫자를 사용할 수 있다. 

4) 어깨 숫자를 사용하는 경우 각주 번호와 각주 내용 사이에 아무런 간격도 두지 

않는다. 

5) 각주 내용은 싱글 스페이스, 각주들 사이는 더블 스페이스를 사용한다. 

6) 각주 분리선은 내용이 중간에서 끝나는 경우에도 내용 바로 아래에 위치한다. 

 
나.  페이지 

1) 각 장의 첫 페이지 번호는 하단에서 1 인치 떨어진 중앙에 위치한다. 

2) 나머지 페이지 번호들은 상단 중앙에 위치한다 (우측 모서리에도 가능). 

 
다. 서론 쓰기 안내 

접근 방법 

1) 관찰, 역사적 관점, 인용 혹은 통계숫자와 같은 배경에 관한 정보로 시작한다. 

2) 연구 내용으로 이끌게 된 관심사나 목적 진술문으로 나아간다. 

3) 마지막 문단은 명제나 논문 주제로 마감하고 본론으로 들어간다. 

4) 명제나 주제는 서론의 마지막 문장이 될 수 있으며 논문 내용의 본문으로의 

전이문장 역할을 한다. 

 
글쓰기 단계 

 

1) 주제 및 보고서의 대략적인 개요를 고찰한다. 

2) 세부적인 아웃 라인을 작성한다. 

3) 세부적인 아웃라인을 바탕으로 필요한 자료를 모으고 내용을 작성한다. 

4) 문법적인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세심하게 내용을 읽어야 한다. 

5) Turabian 스타일상의 실수를 바로 잡는다. 

6) 스타일의 향상을 위해 읽고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수정하고 바로잡는다. 



6.  각 장의 첫 페이지 작성 방법 

 
가. 제목 

1) 문서의 중앙에 위치한다. 

2) 목차의 제목과 일치해야 한다. 

3) 제목 형식은 먼저 제 2 장 이라고 쓰고 그 다음 줄에 해당 장의 제목을 기록한다. 

 
나. 여백 및 줄간격 

1) 상단 여백은 2 인치, 좌우측 및 하단 여백은 1 인치 (박사논문은 좌측 여백을 

1.5 인치)로 한다. 

2) 제 2 장과 제목 사이는 더블 스페이스로 한다. 

3) 제목이 48 글자를 넘는 경우 싱글 스페이스, 역삼각형 형태의 두 줄로 사용한다. 

4) 제목과 내용 사이는 3 단 간격으로 한다. 

5) 본문 내용 속에 부제목을 사용하는 경우 위의 문단과 부제목의 간격은 3 단 

줄간격을 사용한다. 부 제목과 그 뒤에 따르는 내용은 더블 스페이스로 한다. 

6) 본문의 내용 및 각주들 사이의 간격은 더블 스페이스로 한다. 

다.  페이지: 하단에서 1 인치 거리 중앙에 위치한다. 

라. 부제목들은 다섯 단계까지 허용된다. 

 
마.  부제목들의 표시 방식은 학생이 분별력을 가지고 선택하여 일관되게 사용한다. 

바.  페이지를 부제목으로 마칠 수 없다. 

사. 본문 내용 

 
1) 고아 문장을 피하라 (고아 문장: 페이지의 맨 마지막 줄이 새로운 문단의 첫 줄이 

되는 경우). 

2) 과부 문장을 피하라 (과부 문장: 페이지의 첫 줄이 문단의 마지막 줄로 끝나는 

경우). 



7. 참고문헌 (Bibliography) 

가. 제목: 참고문헌으로 한다. 

나. 여백 및 줄 간격 

1) 상단 여백은 2 인치로 한다. 

2) 좌 우측 및 하단은 1 인치로 한다. 

3) 참고 문헌과 부제목 사이, 그리고 내용과 다음 부제목 사이는 세줄 간격으로 한다. 

4) 부제목과 내용의 첫 번째 줄 그리고 참고 문헌들 사이에는 더블 스페이스를 

사용한다. 

5) 각 참고 문헌내에서는 싱글 스페이스를 사용한다. 

 
다.  열 맟추기 

1) 제목 참고 문헌과 다른 첫째 단계의 부제목들은 중앙에 위치한다. 

2) 각 참고문헌의 첫번째 줄은 왼쪽으로 열을 맟추고 줄이 바뀌면 5 스페이스나 

혹은 0.5 인치 들여쓰기를 한다. 

 
라. 참고 

1) 참고문헌은 알파벳 혹은 가나다 순으로 배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