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고규정
세계선교연구원 선교와 신학 연구ㆍ편집위원회 시행세칙 중,
제10조 (투고지침)
본 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투고지침을 둔다.
1. 논문의 구성은 제목(한글․영문), 본문, 참고문헌, 영문요약으로 하며, 주제어(Key Words)도 한글과 영문
으로 표기한다.
2. 모든 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00매 이상으로 하며(A4 12매-15매 내외), 한글·영문 초록은 각각
A4 1매 이내로 한다. 외국어 논문은 한글완역본과 함께 제출한다(외국인은 제외).
3. 모든 논문은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외국어로 된 인명 또는 지명은 한글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외
국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단 각주는 예외로 한다.
4. 고전어(히브리어, 헬라어)는 원어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음역할 수도 있다.
5. 성경의 약어와 본문은 개역개정판을 사용한다.
6. 글자크기: 10 포인트 (한글에서, 인용문은 10)
7. 줄 간격 : 160 (4줄 이상의 인용문 또는 각주는 130)
8. 인용문: • 3줄까지는 본문 중에서 “
•

4줄

이상의

경우는

” 하고 계속 씀. (글자 크기 10)

본문에서

한

줄

띄고

시작(인용문이

끝날

때도

한

줄

띄

고 본문 시작) 인용문 전체는 5번째 글자에서 시작한다(뒤쪽은 본문과 같이 끝까지, 즉
띄지 않는다. (이 경우 “

”은 안 함)

• 인용문 글자크기-10
• 재인용의 경우: 이종성, 신론, 29에서 재인용.(중인(重引)은 사용하지 않음)
• 2 vols. (두 권 다 참고). vol. 2 (제 2권에서)
9. 각주:

• 줄 간격 130, 글자크기 9
•

시작은

본문과

서 시작),

같이

4자

띄고

5번째

자에서(스페이스

바

7번

치고,

8번째에

둘째 줄은 본문과 같이 들여쓰기 0에서 시작

10. 각주 맨 끝의 page 표기
•

동서

•

양서

:

“쪽”은

생략하고

페이지

숫자만

표기.

이종성,

『조직신학개론』

(서

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7), 23.
:

K.

S.

Latourette,

History

Harper and Row Publisher,
•

각주나

참고도서

목록에서는

필자가

of

the

Christian

Church

(New

York:

1953), 34.
참고한

책의

저자명,

책명은

한글인

경

우는 한글로, 한자(漢字)인 경우는 한자로
11. 각주의 “위의 책, 위의 신문, 위의 문서” 등(바로 위 책의 경우: 전개서, 상게서, 앞의 책 등은 안 씀)
• 동서 : 위의 책.
위의 책, 38. (같은 책이지만 쪽이 다른 경우)
• 양서 : 위의 책. (ibid. 는 안 씀-한글로 논문을 쓰기 때문에)
위의 책, 29.

12. 각주의 op. cit. (상게서 혹은 앞의 책)는 전혀 쓰지 않는다. (Turabian 5판에 따라).
(과거형식) 이종성, op cit., 29. → 이종성, 조직신학개론』, 29. 이 때 (출판지, 출판사, 출판
연대는 안 씀).
13. 본문 중 각주 법: 각 페이지의 끝에 번호를 달고 각주 하는 대신 본문 중 필요한 곳에
(

)하고 넣는다. 그 순서는 (저자, 책의 저작연도: 페이지)

예: (이종성, 1999:23), (이종성, 1999:23-26), 이종성, 1999:264-65) 등
한국 교회는 사회개혁활동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이종성, 1999:27)

그런 활동은 . . .

그러나 긴 설명이 필요할 때는 페이지 밑에 각주를 붙여 쓸 수 있다.
14. 책명표기: • 양서의 경우: 이탤릭체로. 예, Paul Tillich, Systematic Theology ...
본문

중에도

책

이름은

Italic으로,

예:

본회퍼는

그의

교제(Communio

성도의

Sactorum)에서
• 동양서의 경우: 이중 꺾쇄 

 이종성, 조직신학개론

* 이중 꺾쇄 만들기: -파일 -환경설정 -겹낫표 하고 나서 [

]를 침.

15. 역서 쓰는 법(각주의 경우)
• 원저자명, 원서명, 역자명, 역서명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도), ?.
• S. H. Moffett, A History of Christianity in Asia, 김인수 역, 『아시아기독교회사』(서
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1996), 24. (장신대 출판사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사)
16. 백과사전 인용법
• 필자가 없는 경우: 항목, “주기철”,『기독교대백과사전』, 7권 (1984).
• 필자가 있는 경우: 민경배, 항목, “주기철”,『기독교대백과서전』, 7권 (1984).
• 외국백과서전, Encyclopedia Britanica, 11th ed., s. v. “Abraham Lincoln."
"

"

"

"

"

by S. H. Moffett. [s. v.

= Sub Verbo (그 항목 下 또는 그 표제어 밑에: under the word)의 약자임.]
17. 신문 인용법
『東亞日報』, 1996. 7. 23. 3면. / New York Times, 12 January 1997, 23.

(외국의 경우

일, 월, 년, 순서로)
18. 잡지 또는 논문집의 논문 인용법
•

각주:

이종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시간론”,

『長神論壇』

제25권

(1996.

5):

23.

S. H. Moffett, “A Study on the Asian Christianity," Interpretation VII-12 (December 1997):
24. 또는 (Spring 1997): 24, etc. (영어 월은 약자(Jan.)로 쓰지 않고 다 씀.

VII-12 → vol. VII

no.12 로 할 수 있음.
• 참고도서: 이종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시간론”, 장신논단 제25권 (1996. 5): 125-40.
(원래 논문 시작 페이지부터 끝나는 페이지를 써 줌, 그러나 쓰지 않을 수도 있음).
19. 저자가 2인인 경우.

동서: 민경배, 이영헌, 『

』(중간의 , 쉼표

not ․ 중간 점)

양서: K. S. Latourett and S. F. Moffett. ... (두 저사 사이에 and를 넣음)
* 3인인 경우
• 동서: 강근환, 민경배, 이영헌,『

』...

• 양서: K. S. Latourette, S. A. Moffett, and W. Walker,...
* 4인인 경우
• 동서: 이종성 외 3인, 『

』...

• 양서: K. S. Latourett et al., ... (et al 전에 쉼표 없음)
• 편자인 경우,

이종성 편, / S. A. Moffett, ed., ...

20. 참고도서(의 기재 순서)
• 동서: 가, 나, 다 순서로
• 양서: A, B, C 순서로
21. 참고도서는 저자명 다음에 . (Period), 책명 다음에 . (Period),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도.(period)
• 동양서: 이종성. 『조직신학개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1997.
• 서양서: Family name (성)이 먼저 나오고 comma 하고 given name(이름).
Moffett, S. A. A History of Christianity in Asia. San Francisco: Harper Collins
Publishers, 1992.
• 서양서의 경우 저자가 2인 이상 일 때 첫번째 사람은 성, 이름, 둘째 번 사람은 이름, 성
Moffett, S. A. and P. Schaff. History of the Asian Church.
• 참고도서의 순서는 양서, 다음에 동서
* 참고도서의 순서는
① 서양서적
② 번역서적
③ 동양서적
④ 논문(논문집, 잡지 등에 실린)
⑤ 학술논문
⑥ 백과사전, 신문 등의 순으로 쓴다.
22. 참고도서 작성 중 두 줄인 경우는 둘째 줄은 다섯 칸 들어가서 시작한다.
Latourette,

Kenneth

S.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2.
23. 참고도서 작성 중 저자가 동일인인 경우, 둘째 번 책부터는 첫 저자의 이름 길이만큼 언더라인을 한
다.
Tillich, Paul. Shaking Foundation. ...
___________. Systematic Theology. ...
24. 본문에 나오는 원어는 밑줄이나 이탤릭으로 그리고 (

) 안에 그 뜻을 써 줌.

• sola fide 또는 sola fide (오직 믿음으로)
• extra ecclesiam nulla salus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 본문에 나오는 외국인 이름 및 책 이름은 (

) 안에 원문을 써 준다.

예, 폴 깁슨 (Paul Gibson, Gipson, Gibsson 등. 책 이름은 Italic
* 특별히 필자가 강조하기 위한 외래어는 본문 중 쓸 수 있다. 단 괄호 안에 한글 뜻을 쓴다.
25. 논문은 원칙적으로 한글로 쓴다. 그러나 한자(漢字)가 필요한 경우는 괄호 안에 :
“다리(橋)는”, “큰 배(船)가 있었는데...”
26. page 붙이기
• 첫 부분(목차 등)은 로마자 소문자로 ⅰⅱⅲⅳⅴⅵ로.
• 제1장 첫 페이지부터는 1, 2, 3,
• 페이지 위치는 아래 중앙에
27. 괄호 안( ‘

’

“

”)에 있는 (comma)

, 또는 (period) . 는 괄호 안으로.

예: ‘루터’, ‘깔뱅’ 그리고 ‘츠빙글리’는 “루터”, “깔뱅” 그리고 “츠빙글리”는 ...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다.”
28. 인터넷에서 퍼온 글: 저자와 책명이 있는 경우- 보통의 인용법으로
저자와 책명이 없는 경우- 인터넷의 주소, 그리고 날짜 등을 써 준다.
29. 장(chapter)이 시작될 때는 언제나 다음 페이지에서 시작한다.
30. 각주 번호를 매길 때 - 십 단위까지는 써준다. 그러나 백 단위가 넘을 때는 뒤쪽의 백 단위는 뺀다.
예: 이종성, 조직신학서론, 24-28.

124-28.

304-08.

31. 각종 학위 논문
각주:

이종성,

“어거스틴의

시간론에

대한

연구”

(미간행

신학석사학위

논문,

장로

회신학대학교, 1990), 24. (장로회신학대학원이 아니고 장로회신학대학교임)
참고도서:

이종성.

“어거스틴의

시간론에

대한

연구.”

미간행

목회학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매코믹신학교, 1990.
Bright,

John.

"On

the

History

of

the

Israel."

Union Theological Seminary in Virginia, 1920.
32. 논문의 제작 제본은 A-4 용지로 한다.
33. 제목 숫자 표기
• 외국식 숫자 표기(I. A. 1. a. 사이는 간격을 둔다.)
I. 십자군(글자크기 15)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A. 십자군(글자크기 13)
1. 십자군(글자크기 12)
a. 십자군(글자크기 11)
본문 (11)
34. 책명 다음에 오는 권수는

 밖으로 나간다.

이종성, 신론 I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0), 23.
이종성, 신론 I, II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0), 23.
* 본 논문 작성법은 Kate L. Turabian의 A Manual for Writers of Term Papers, Theses, and

Dissertations, 6th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6)을 기준으로 했으므로, 기타 자
세한 사항은 이 책을 참조 바람.
(참고서적: 한숭홍, 표준 논문 작성법 개정증보판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19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