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개혁500주년기념 공동학술대회 논문작성 규정
Redire ad Dominum!

제1조 (논문작성의 일반규정)
1. 본 종교개혁500주년기념 공동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발표되지 아니
한 연구논문을 새롭게 연구 작성하되, 반드시 학술대회의 전체주제와 연관된 주제(cf. 학
술대회 주제: “종교개혁(신학)과 오늘의 한국교회”)와 내용이어야 하며, 아래에 제시되어진
양식에 따라 논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2. 대회개최 일시 및 주제는 다음과 같다
(1) 대회일시/ 2017.10.20.(금)-21(토); 장소/ 소망수양관 (곤지암)
(2) 대회주제/ “종교개혁과 오늘의 한국교회”(Reformation and Korean Church Today)
(3) 대회구성/
- 주최/ 한국기독교학회, 한국복음주의신학회, 한국개혁신학회, 종교개혁500주년기념사업회
- 협력학회/ 한국루터학회, 한국칼빈학회, 한국웨슬리학회, 한국장로교신학회
- 주관/ 종교개혁500주년기념 공동학술대회 준비위원회
3. 본 공동학술대회를 위한 논문의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으며, 기한을 엄수하여야 한다.
(1) 발표신청서 제출기한: 2017. 2. 28. (cf. 3월 중순 발표자를 최종 선정하여 통보함)
(2) 발표논문/논평문 제출 기한(cf. 기한내 제출되지 아니하는 논문은 발표에서 제외함)
- ‘논문초고’ 제출: 2017. 7. 30까지
- ‘논문완성본’ 제출: 2017. 8. 30까지
- ‘발표논문에 대한 논평문’ 제출: 2017. 9. 30까지
(3) 발표논문 특전:
- 소정의 논문 연구발표비 지급
- 학술대회 논문자료집 수록
- 이후 각 학회별 학회지 개별 논문투고 기회 제공(cf. 심사/게재는 논문투고 학회에서 별도 진행)
- 종교개혁500주년기념논문집 수록 출판(cf. 필요시 최종 수정 완성본 제출)
(4) 13개 논문발표 분과구분: 구약신학/ 신약신학/ 역사신학(교회사)/ 조직신학/ 기독교윤리/ 실천신
학(목회/설교학)/ 기독교교육/ 여성신학/ 선교신학/ 문화신학/ 교회음악/ 목회상담학/ 교회사회
사업(공적신학)
※ 유의사항: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할 경우 최종논문 발표에서 제외한다.
- 기존에 발표 혹은 학술지 게재된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반드시 새롭게 연구 작성된 논문을 발표)
- 본 공동학술대회의 전체 주제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과 주제의 논문.
- 본 공동학술대회의 논문 작성규정과 달리 작성된 논문.
- 논문제출 기한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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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문작성의 일반적인 형식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원고 분량은 A4 15매 이내로 한다(cf. 참고문헌 목록 포함 / 한글 및 영문초록은 제외).
(2) 모든 원고는 다음의 필수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순서에 맞게 작성되어야 한다:
① 논문의 타이틀; ② 논문저자의 이름과 소속; ③ 논문의 전체 내용; ④ 참고문헌 목록.
(3) 논문내용의 각 장, 절, 항목의 구분과 번호 체계는

I, II -> 1, 2 -> 1), 2) -> (1), (2)

-> ①, ②의 단계로 통일한다. 또한 “I. 서론” (또는 “I. 들어가는 말”)부터 번호를 붙인
다.
(4) 원고는 컴퓨터 문서작업을 하되(*.hwp 파일), A4 크기로 하며, 여백은 상단 30mm, 하
단 및 좌우 여백은 각각 25mm로 설정한다. 폰트는 한글은 “바탕체,” 히브리어와 헬라어
는 Bible Works의 폰트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글자 크기는 본문은 10, 블록인용문과 각주
는 9 포인트로 하며, 줄 간격은 본문 160%, 블록인용과 각주는 130%로 한다. 만일, 상용
하지 않는 언어 혹은 폰트가 포함된 논문투고시 그 폰트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각 문단은 적절하게 나누어져야 하며, 문단과 문단 사이에 따로 빈 줄의 간격을 두지 아
니한다. 또한 각 문단의 첫 글자, 각주의 첫 글자의 경우 6칸(10mm) 정도 들여쓰기를 하
여야 하며, 들여 쓴 위치가 모두 일정해야 한다.
(6) 직접인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인용문이 3줄 이하이면 본문 가운데서 앞 문장에 이어서 계속하여 쓰되 인용문 앞과 뒤에
겹따옴표(“ ”)를 쓰고 인용부호 안에서 인용부호를 쓸 경우에는 홀따옴표(‘ ’)로 바꾸어 쓴
다.
② 인용문이 4줄 이상이면 블록인용으로 하고, 글자크기는 9포인트로 한다. 이때 겹따옴표는 쓰
지 않는다. 블록인용문의 줄간격은 130%로 하며, 들여쓰기는 하지 않는다. 블록인용문은
본문에서 위, 아래로 한 줄씩 띄움과 동시에 좌측 여백을 10mm 더 주어 본문과 분명하게
구분한다.
③ 인용하고자 하는 원문의 내용을 논문의 필자가 의도적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된 부분
을 중괄호 [ ]로 표시한다.
④ 모든 원어원전 인용은 한글로 번역하여 인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괄호 속에 원문을 병
기할 수 있다. 논문 내용에 포함되는 모든 성경원어 단어/구절 및 신학적 특수 용어/구절들
도 그러하다. 또한 긴 인용문(블록인용)의 원전인용도 모두 번역하여 인용함을 원칙으로 하
되, 필요시 원문을 각주에 표기할 수 있다.
예) 칼빈의 ‘이중은혜’(duplex gratia)의 개념과 중요성....
(7) 괄호는 일반적으로 소괄호를 사용한다. 그러나 소괄호 안에 또 다른 괄호를 사용할 때는
중괄호를 쓴다. 예, (

[ ]

).

(8) 성경의 장과 절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먼저, 본문 중에서 성경을 인용할 경우, 성경장절 표시를 각주로 넣지 아니하고 성경본
문의 인용표시(“ ”)다음에 괄호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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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마 1:1).
② 본문 내용 가운데서는 전체 성경책명을 쓰고 몇 장 몇 절을 쓴다.
예) 마태복음 1:1-16, 또는 마태복음 1장 1-16절.
③ 그러나 본문의 괄호 안과 각주에서는 성경책명을 약자로 쓴다. 이때 성경책명 약자표는
개역개정 한글판 약자표를 따른다. 예) 마 1:1-16.
④ 한 단락에서 같은 책을 반복하여 장과 절을 인용할 경우, 혼동되지 않는 한, 두 번째부
터는 생략이 가능하다.
⑤ 성경본문

인용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한글은

“개역개정판,” 영어는 “New

International Version"(NIV) 본문을 사용하도록 하며, 그 외 특정의 본문을 사용할
때는 괄호를 하고 역본을 표시한다.
예) (한글개역, 표준번역, NASV), 등.
(9) 외국인명과 지명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외국인명과 지명을 표기함에 있어, 처음 언급할 때 한글 음역으로 표기하고 이어서 괄호
속에 외국어를 표기한다. 인명의 경우 가급적 생몰연도를 넣도록 한다.
예) 칼빈(John Calvin, 1509-1564), 제네바(Geneva)
② 그러나 외국인명과 지명이 두 번째 나올 때부터는 한글 음역만을 표기한다.
(10) 모든 외국어는 한글음역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즉, 히브리어와 헬라어 등 외국어를 쓸
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한글음역을 표기하고, 이어서 괄호 속에 그 원어를 병기한다.
그러나 두 번째부터는 음역만을 표기한다.
(11) 본 논문작성 양식 규정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은 것은 ‘시카고 스타일/투레비안
(Turabian) 논문작성법’에 따른다. Cf. Kate L. Turabian, A Manual for Writers of

Term Papers, Theses, and Dissertation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6 혹은 이후 개정판).

제2조 (논문의 각주양식에 대한 규정)

1. 단행본의 경우
(1) 한국어: 저자, 책이름 (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 해당 페이지.
이때 마지막 페이지 표기 시 p. 혹은 pp. ‘쪽’, ‘면’ 등은 쓰지 않는다. 또한 하나의 각주
에서 여러 저작물을 나열할 때는 각 저작물 사이를 세미콜론( ; )으로 구분한다.
예) 최갑종, 로마서 듣기: 온 세상을 향한 기독교 복음의 진수 (서울: 대서, 2009),
65-67.
(2) 외국어: 저자, 책이름 (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 해당 페이지.
이때 전치사, 관사, 접속사를 제외한 모든 영문 단어의 첫 자는 대문자로 표기한다.
예) Kevin J. Vanhoozer, Remythologizing Theology: Divine Action, Passion and

Authorship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97.
(3) 개정판 수를 표기할 경우
예) Cornelius Van Til, The Defense of the Faith, 3rd ed. (Phillipsburg: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67), 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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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행본 번역서의 경우
(1) 한국어: 저자, 원서명, 역자, 번역 책이름 (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 해당 페이지.
예) David F. Wells, The Person of Christ, 이승구 역, 기독론 (서울: 토라, 2008),
48-50.
(2) 외국어: 저자, 책이름, trans. 역자 (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 해당 페이지.
예) John Calvin, The Deity of Christ and Other Sermons, trans. Leroy Nixon
(Grand Rapids: Eerdmans, 1950), 23.
3. 학술지 논문의 인용
(1) 한국어: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권수 (출판연도): 해당 페이지.
예) 김은수, “칼빈의 구원론 이해: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이중은혜’를 중심으로”, 「한국기
독교신학논총｣ 67 (2010): 169-93.
(2) 외국어: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이름(이탤릭체) 권수 (출판연도): 해당 페이지.
예) J. Muilenburg, “The Biblical View of Time,” Harvard Theological Review 54
(1961): 226.
(3) 여기서 주의 할 것은 한글 단행본 책이름은 책이름와 같이 (쌍꺽쇠,  )를 사용하고, 학
술지 이름은「학술지｣와 같이 (홑꺽쇠, 「 ｣)를 사용하여 구분한다. 그러나 영문은 동일하게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또한 한글논문과 외국어 논문에 있어 “논문타이틀” 다음의 ‘ , ’의 위
치가 다름에 특히 유의한다.
(4) 학술지의 권, 호수 표기시, ‘제 권’의 등의 표시는 하지 않고 숫자로만 표기하며, 또한 한권
이 여러 호수로 나뉠때는 ‘ / ’ 사용하여 표기한다.
예) 「성경과 신학｣ 35 (2012): 144-46.

Harvard Theological Review 54/2 (1961): 226.
4. 편찬저서에 포함된 논문의 경우
(1) 한국어: 저자, “논문제목”, 책이름, 편집자 편 (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 해당 페이지.
예) 권호덕, “율법의 세 가지 용법”, 칼빈신학 2009, 안명준 편 (서울: 성광문화사,
2009), 114.
(2) 외국어: 저자, “논문,” in 책이름, ed. 편집자 (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 해당 페이지.
예) Robert D. Knudsen, “Calvinism as a Cultural Force,” in John Calvin: His

Influence in the Western World, ed. W. Stanford Reid (Grand Rapids:
Zondervan, 1982), 13-29.
(3) 편집자가 복수일 때 : 저자, “논문,” in 책이름, eds. 편집자들 (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
해당페이지.
예) Haddon Robinson, “Required Reading: Why Establish a Reading Plan?,” in

The Art and Craft of Biblical Preaching, eds. Haddon Robinson and Craig B.
Larson (Grand Rapids: Zondervan, 2005), 89.
5. 학위 논문의 경우
(1) 한국어 : 저자, “학위논문명” (학위, 학교, 연도), 해당 페이지.
예) 이상웅, “조나단 에드워즈의 성령론 연구” (철학박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2008),
28.
- 4 -

(2) 외국어 : 저자, “학위논문명” (학위, 학교, 연도), 해당 페이지.
예) Eunsoo Kim, “Time, Eternity, and the Trinity: A Trinitarian Analogical
Understanding of Time and Eternity” (Ph.D. Dissertation,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2006), 15.
6. 고전문헌을 인용하는 경우
(1) 인용한 페이지를 쓰지 않고 권과 장과 절을 쓴다. 이때, 권.장.절은 아라비아 숫자로 기록한
다.
예)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rans. Ford L. Battle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0), 1. 2. 1. (이후 Institutes로 인용함).
(2) 같은 고전을 반복해서 인용할 경우, 위와 같이 첫 인용에서 사용할 ‘약어’를 먼저 명시하고
이후 아래와 같이 표기한다.
예) Calvin, Institutes, 1. 2. 1.
7. 약식서지 정보의 사용
자료를 처음 인용할 때는 그 자료의 모든 서지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하지만, 두 번째
부터는 약식정보로 인용한다. 약식정보는 저자, 책이름(또는 논문명), 페이지만을 기록한다. 이
때 저자가 외국인일 경우 이름은 Last Name만 기록한다. 또한 약식표기시 저서명 혹은 논문타
이틀의 주제목만 표기하고, 부제목은 표기하지 않는다.
(1) 한국어 : 저자, 책이름, 페이지.
예) 최갑종, 로마서 듣기 , 65-67.
예) 김은수, “칼빈의 구원론 이해”, 190-92.
(2) 외국어 : 저자의 Last Name, 책이름 (혹은 논문명), 페이지.
예) Vanhoozer, Remythologizing Theology, 105.
예) Swanson, “Dialogue with a Catalogue,” 30-31.
(3) 연이어 같은 자료를 참고했을 때도 ‘Ibid,’ ‘전게서,’ ‘위의 책,’ ‘앞의 책’ 등을 사용하지 않
고 약식인용을 반복해서 기록한다.
예) 최갑종, 로마서 듣기 , 65-67.
최갑종, 로마서 듣기 , 115-16.
(4) 약어로 표기할 경우, 참고하는 글이 한글 번역본이면 약어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의 타이
틀로 한다. 그러나 참고하는 글이 외국어 원서이면 약어는 원어 타이틀로 한다.
예) 칼빈, 기독교강요, 160.
Calvin, Institutes, 160.
8. 인터넷 문건의 경우: 저자, “논문제목”, 정확한 웹주소 (2017.1.1. 접속) 형식으로 표기한다.
예) James A. Byrne & John B. Gurdon, “Commentary on Human Cloning,”
http://www.reproductivecloning.net/cgi-bin/ikonboard/ (2017.1.1. 접속).
제3조 (참고문헌 목록의 작성양식에 대한 규정)
1. 참고문헌 목록 작성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서지정보를 표기함에 있어 각주
의 방식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1) 먼저 한글 문헌 자료를 기록하고, 다음에 외국어 문헌 자료를 기록하되, 반드시 각주에서
- 5 -

사용된 자료만을 제시하도록 한다.
(2) 한글문헌들을 먼저 제시하되 한글은 저자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정열하고, 외국서적은
저자명 Last Name의 ‘알파벳 순서’에 따라 정열 한다. 이때 단행본과 학술지 논문 등, 자료
들을 종류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제시한다.
(3) 저자 및 책명 다음에는 마침표(.)를 표기하고, 출판지, 출판사, 출판 년도를 표기함에 있어
괄호를 삭제한다.
(4) 동일한 저자에 의해 쓰인 저서/논문은 아래에 일괄적으로 6칸 길이의 밑줄을 ( ______ )
사용하여 나타내되, 최근의 출판물부터 먼저 순서대로 제시한다.
(5) 저서/논문명이 길어 두 줄 이상을 넘어 갈 때는 저자명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두 번째 줄
부터 8칸 들여 쓰도록 한다.
2. 단행본 자료
(1) 한국어: 저자. 책이름. 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
예) 최갑종. 로마서 듣기: 온 세상을 향한 기독교 복음의 진수. 서울: 대서, 2009.
(2) 외국어: 저자. 책이름 (이탤릭체). 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 이 때 외국인 저자의 경우
Last Name과 First Name의 순서를 바꾸어 표기해야 한다.
예) Vanhoozer, Kevin J. Remythologizing Theology: Divine Action, Passion and

Authorship.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3. 단행본 번역서 자료
(1) 한국어: 저자. 원서명 (이탤릭체). 역자. 번역 책이름. 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
예) Wells, David F. The Person of Christ. 이승구 역. 기독론. 서울: 토라, 2008.
(2) 외국어: 책에 음역된 저자. 번역책이름. Trans. 역자. 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
예) Calvin, John. The Deity of Christ and Other Sermons. Trans. Leroy Nixon.
Grand Rapids: Eerdmans, 1950.
4. 학술지 논문자료
(1) 한국어: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권수 (출판연도): 시작 페이지 - 끝 페이지.
이때 주의할 것은 반드시 해당 논문의 전체 시작과 끝 페이지를 표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 조병하.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는 명제에 대한 역사신학적 고찰”. 「한국개혁신학｣ 35
(2012): 139-72.
(2) 외국어: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이름 권수 (출판연도): 시작 페이지 - 끝 페이지.
예) Muilenburg, James. “The Biblical View of Time.” Harvard Theological Review
54 (1961): 225-52.
5. 편찬저서에 포함된 논문자료
(1) 한국어: 저자. “논문제목.” 책이름. 편집자 편 (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 시작 페이지
- 끝 페이지.
예) 권호덕. “율법의 세 가지 용법.” 칼빈신학 2009. 안명준 편. 서울: 성광문화사, 2009:
104-48.
(2) 외국어: 저자. “논문.” In 책이름. Ed. 편집자. 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 시작 페이지 - 끝
페이지.
예) Knudsen, Robert D. “Calvinism as a Cultural Force.” In John Calvin: His
- 6 -

Influence in the Western World. Ed. W. Stanford Reid. Grand Rapids:
Zondervan, 1982: 13-29.
6. 학위 논문의 경우
(1) 한국어 : 저자. “학위논문명”. 학위, 학교, 연도.
예) 이상웅. “조나단 에드워즈의 성령론 연구”. 철학박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2008.
(2) 외국어 : 저자. “학위논문명.” 학위, 학교, 연도.
예) Kim, Eunsoo. “Time, Eternity, and the Trinity: A Trinitarian Analogical
Understanding of Time and Eternity.” Ph.D. Dissertation,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2006.

제4조 (편집자의 표기)

1. 각주에서 편집자 표기: 책(논문)명 뒤에 콤마(,)를 찍고 소문자로 ed. 편집자 이름을 기록한
다. 편집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책(논문)명 뒤에 콤마(,)를 찍고 eds. 편집자 이름을 기록한다.
2. 참고문헌(책일 경우): 책이름 뒤에 마침표(.)를 찍고 Ed. 편집자 이름을 기록한다.
예)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John McNeill.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0.
3. 참고문헌(논문일 경우): 논문을 기록하고 In 다음에 책 이름을 기록한 후 마침표(.)를 쓰고 소
문자로 Ed. 편집자 이름을 기록한다.
예) Naphy, William. “Calvin’s Geneva.” In The Cambridge Companion to John

Calvin. Ed. Donald K. McKim.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25-46.
제5조 (기타 사항)
1. 외국어 논문 인용시 In(in) 표기법은 다음과 같다.
(1) 각주: “논문명,” in 책이름 (이때 논문명 뒤에 콤마(,)를 찍는다)
(2) 참고문헌: “논문명.” In 책이름 (이때 논문명 뒤에 점(.)을 찍는다)
논문이 저널에 게재되었을 때는 in 을 사용하지 않고, 책에 인용되었을 때만 사용한다.
2. Reprint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각주: 세미콜론(;) 후에 reprint 연도 기록.
예) (Grand Rapids: Eerdmans, 1950; reprint, 2001), 24.
(2) 참고문헌: 마침표(.)을 찍은 후에 Reprint 연도 기록.
예) Grand Rapids: Eerdmans, 1950. Reprint, 2001.
3. 각주와 참고문헌목록 작성에 있어, 논문명을 기록할 때 콤마(,)와 마침표(.)는 한글문헌의 경
우 논문제목 표시의 따옴표(“ ”) 바깥에, 외국문헌의 경우 안쪽에 표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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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터넷 문건의 경우 참고문헌 목록 표기: 저자. “논문제목”. 웹주소 (접속 연월일 표시) 한다.
예) Byrne, James A. & John B. Gurdon. “Commentary on Human Cloning.”
http://www.reproductivecloning.net/cgi-bin/ikonboard/ (2017.1.1. 접속).

* ‘각주’ 및 ‘참고문헌’ 작성을 위한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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