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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혁신학회의 학술지
『한국개혁신학』출판에 관한 내규
1. 투고 규정
『한국개혁신학』은 역사적 개혁 신학을 이 땅에서 연구하며 발전시키기 위
한 목적으로 1년에 2회(매년 봄 정기 학술회의 때와 가을 학술회의 때에) 발행
하는 한국개혁신학회의 학술지입니다. 발행 예정일은 2003년부터 4월 1일과
10월 1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학술지에 투고하시는 분들은 다음 투고 규정
에 따라서 역사적 개혁 신학을 더 깊이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일에 기여할 수
있는 독창성 있는 논문을 제출해 주십시오.
(1)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았던 신학 각 분야(즉, 구약학, 신약학, 역사
신학(교회사), 조직신학, 실천신학, 선교신학, 여성신학, 문화신학, 기독교 교육
학, 기독교 철학, 목회상담학, 기독교 문화학, 기독교 사회학, 교회음악, 기타 기
독교신학 등 각 분과)의 연구 논문으로 논문의 형태는 이 투고 규정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은 것은 투레비안 형태의 논문 작성법에 따라 작성해 투고해 주십
시오.
참조(예시)
Kate L. Turabian, A Manual for Writer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1987.5), 1-10.
(2) 원고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기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 괄호 안에 한자
나 알파벳을 사용해 주십시오. (원고의 성격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
다). 따라서 인명, 지명, 그 밖의 고유 명사도 한글로 쓰고, 원자(原字)는 처음
1회에 한해 괄호 안에 밝혀주십시오.
참조(예시): 게르하르더스 보스(Geerhardus Vos, 1862-1949).
(3) 논문은 A4 용지로 10매 이상 15매 정도의 길이면 좋습니다. 특별한 이
유가 없는 한 너무 긴 논문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한글 W/P의 글자 포
인트 10호로, 각주와 들여 쓴 긴 인용문은 9호로 작성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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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는 미주를 사용하지 말고 각주를 사용하시되, 각주는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해 주시고,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한 각주가 너
무 길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op. cit.는 사용하지 않으며, p.

그리고 pp. 또한

‘면’, ‘쪽’ 등의 말은 생략하기로 하였습니다. 각주의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습니
다:
*학술지에 실린 논문: 저자 명, “논문제목”, 『학술지명』권(호) (발행 연도):
시작 면-종료 면.
1

Fred H. Klooster, “Historical Method and the Resurrection in

Pannenberg's Theology,” Calvin Theological Journal 11 (1975): 1-27.
2

이승구, “칼빈의『기독교 강요』저술 동기를 통해 본 신학의 과제”,『개혁

신학』제10권 (1998): 77-108.
*단행본인 경우: 저자 명,『책명』(발행지: 출판사, 출판 연도), 시작 면-종료
면.
3

E. Harris Harbison, The Age of Reformation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55), 132-48.
4

홍길동,『교회란 무엇인가?』(서울: 여수룬, 1996), 85-93.

* 책 속에 있는 논문의 경우: 저자 명, “논문 명,” in 편자명, 책제목 (발행
지: 출판사, 출판연도), 시작 면-종료 면.
5

D. A. Carson, “Recent Developments in the Doctrine of Scripture,” in

D. A. Carson and John D. Woodbridge, eds., Hermeneutics, Authority,

and Canon (Grand Rapids: Zondervan, 1986), 5-48.
6

이승구, “기독교 학교의 정신”, 박은조 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학교 (서

울: 예영, 1999), 235-67.
(5) 투고하는 논문은 IBM호환 가능한 문서작성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한국
개혁신학회 홈페이지 http://www.reformedth.or.kr/의 [기고논문]란에 [첨부화
일]로 제출해 주십시오. 한 번 제출된 논문은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