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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제안서는 참고문헌을 페이지 수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letter-size 10-15페이지 (Double-spaced pages) 정도의 

분량이며,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25페이지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제출합니다. 

 

 

1. 제목: 간결하게, 구체적으로, 충분한 정보로, 적절하고 창조적인 표현으로 

2. 두 문장의 서문 (Opening Section: a single sentence each) 

▪ 첫째 문장(Ministry Need): 본 논문 프로젝트가 드러내고자 하는 가장 주된 목회적 요구와 문제 진술 

▪ 둘째 문장(Response to the Need): 연구조사해서 밝혀내고 싶은 가설과 주장하고 싶은 논지에 대한 진술 

3. 제기된 문제의 논의 (Significance of the Project) 1-3 pages 

▪ 몇개의 단락(paragraph) 으로 다음의 사항들을 진술합니다.  

o 상황 (Context)-이 문제점과 관련된 지엽적인 상황 뿐만이 아니라 보다 보편적이고 폭넓은 

측면들 1-2 pages 

o 정당성(Justification)-연구자에게 왜 문제들이 중요한가? 누구에게 중요한가? 를 서술합니다. 

그리고 이 논문의 독창성과 공헌 (Originality and Contributions)을 생각 할 때, 논문의 핵심적 

문제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one paragraph 

o 청중 (Audience)- 논문이 의도하는 독자와 청중은 누구인가? 한 단락이나 두 단락으로 이 논문의 

주된 청중과 부차적 청중을 확인합니다. one paragraph 

4. 논지에 대한 토론 (Theological and theoretical/conceptual stance) 1-2 paragraphs 

▪ 한 단락 또는 두 단락으로 연구자가 연구할  신학적 이론적 가설이나 논지를 서술 

▪ 신학적 혹은 이론적 논지의 서술을 통해 핵심적인 연구 문제에 대한 너무 많지 않은 적절한 규모의 

대응책 또는 해결책 제시. 

5. 관련된 문헌자료의 검토 (Review of Closely Related Literature) 2-5 pages 

▪ 연구자의 핵심적 문제나 논지와 밀접한 관계의 학술적 자료들을 분석하여 서술 

▪ 이 자료들을 검토함으로써 어떤 면에서 논문 프로젝트와 유사성이 있고 어떤 면에서 차이점과 독창성이 

있을 것인지를 서술 

6. 방법론과 방법들 (Methods) 1-2 pages (주의사항: 제안서에 대해 IRB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다수의 단락들(paragraphs)로 이 연구에서 사용할 연구방법들에 관해 토론합니다. 

o 사용될 문헌조사 방법을 서술합니다. 

o 좀 더 상세하게 이 연구에서 사용될 실증적 또 해석적 방법들에 관해 상세히 서술합니다.  

o 특별히 신학적 고찰을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기반 위에 전개할 것인 지를 상세히 서술합니다. 

7. 사용할 용어들의 정의 (Definitions) 1-3 paragraphs 

▪ 다수의 문단으로 이 연구에서 연구자가 사용할 주요 용어들을 정의하며, 특별히 논쟁의 소재가 될만한 

용어들을 구체적으로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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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객관적” 정의만이 아닌, 이 논문에서 사용될 “실용적” 정의 (working definition)가 중요합니다. 

o 이러한 용어들을 정의를 하기 위해 다른 학자들이 이 용어 또는 유사 용어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조사하여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학자들의 용어 정의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8. 연구의 한계와 제한성 (Delimitations and Limitations) 1-3 paragraphs 

▪ 다수의 단락들로 이 논문의 범위나 범주를 밝힙니다. 

o 이 논문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재요약합니다. 

o 이 논문의 제한성들과 이 논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들을 확장하여 설명합니다. 

9. 논지의 흐름의 윤곽을 그리고 그 작업에 사용될 자료들을 포함합니다. (Project Outline) 1page 

▪ 대개의 경우 논지의 흐름은 각 장의 내용의 윤곽을 그림으로써 서술할 수 있습니다. 

▪ 각 장의 주요 내용을 한 페이지의 1/3 정도의 분량을 사용하여 서술합니다. 

o 각 장의 목적과 전체 논문의 논지 아래서의 기능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커다란 핵심적 문제 아래 

부분적 문제나 부분적 논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o 각 장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며, 그 장의 목적과 전체 논문의 논지를 어떻게 지탱할 

것이며, 그 논지를 지탱하기 위해 사용할 학술자료들은 어떠한 것들인지를 밝힙니다. 

10. 예비 참고문헌 (A preliminary bibliography)  

▪ 학술분야에 따라 그리고 각 학술분야에서 논문, 학술지, 책, 혹은 연구자가 사용할 다양한 자료들 

(웹사이트, 영화, 강의 자료)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예비 참고문헌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논문제안서와 논문 프로젝트를 잘 쓰기 위해서는 좋은 샘플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36권의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과정 논문이 작성되었습니다. 2017년 5월 현재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전자도서관에서 2013-2015년 목회학 박사과정 논문 20권을 다운로드 할 수 

있고, 2016-2017 박사논문은 원장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논문 목록들은 도서관 Korean 

Resources/한국어 검색자료에 링크된 PDF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9/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