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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anual for Writers of Higher Education

AC Higher Education 논문양식:
정식 규정(Official Manual)

모든 논문은 그 내용과 함께 구성양식도 평가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논문양식은
‘시카고 양식’(Chicago Style)과 같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을 사용한다. 하지만 국가별,
대학별, 혹은 연구분야별로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논문양식은 각 대학의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만 한다. 알파크루시스대학 한국어학부는 학문계와 신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논문작성법에 준하여 일관성(consistency)과 정확성(accuracy)의
원칙으로 다음과 같이 그 기준을 제시한다.1
일관성의 원칙은 연구자 개인의 완성도 높은 학문적인 결과물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학문 공동체인 본교의 통일된 양식을 제시함을 위한 것이다. 2 정확성의
원칙은 연구논문이 하나의 참고자료(reference)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논문작성법을
준수해야만 한다.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연구논문 안에 만약 논문작성법의 오류가 존재
한다면 그 논문은 사실상 참고자료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1 논문형식
1.1 문서작성 프로그램
•

과제물 문서작성 프로그램은 Microsoft Office Word (MS Word)를 사용한다.

신학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카고 양식’(Chicago Style)의 가장 권위 있는 논문작성법에
관한 안내서는 케이트 L. 트레이비언(Kate L. Turabian)의 저서이다. 알파크루시스대학의 논문양식은
주로 그의 저서 A Manual for Writers of Research Papers, Theses, and Dissertations 의 제 9 판을 참고
하였다. 알파크루시스대학의 논문양식 안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기타 내용들은 트레이비언의
저서 A Manual for Writers 를 참고하거나, 아니면 번역서 영어논문 바로쓰기를 참조하라.
2
알파크루시스대학의 논문양식은 준학사와 학부 과정(BTh)을 위한 보다 더 간결한 형태의
‘약식 규정’(Simple Manual)과 그리고 석사 이상의 과정을 위한 보다 상세한 형태의 ‘정식
규정’(Official Manual)이라는 두 양식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만약 준학사와 학부 과정에서도 보다
상세한 논문양식을 참고하고자 원할 때는 석사 이상의 과정을 위한 본 ‘정식 규정’을 참고하면
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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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서체(Font)와 글자크기(Font Size)
1.2.1 본문
•

한글 논문은 바탕체(Batang), 11 points(sizes)이다.

•

영어 논문(english essay or thesis)은 Times New Roman, 12 points(sizes)이다.

•

본문 내의 외국어 및 각종 기호(?, !, &, IV, 4…) 등의 서체도 Times New Roman 이다.

1.2.2 제목 및 부제목
•

논문 제목, 각 장의 표제 등은 굵은 글씨체(Bold)를 적용한다.

•

글자크기의 경우 논문 제목과 부제목은 18 points, 각 장 제목은 14 points, 각 절
제목은 13 points, 각 항 제목은 12 points, 각 목 제목은 11 points(sizes)이다.
* 연구논문과 석∙박사 학위논문(Thesis & Dissertation)의 경우 각 부(Parts)의 제목과
부제목, 그리고 각 장(Chapters)의 제목 역시도 18 points 이다. 본문의 목차와
목차번호 표기의 실례(example)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1.11.7 을 참고하라.

1.2.3 각주, 참고문헌 및 블록인용문
•

각주의 글자크기는 10 points 이다.

•

블록인용문 내의 글자크기도 10 points 이다.

•

참고문헌의 글자크기는 한글 논문의 경우 11, 영어 논문은 12 points 이다.

1.3 용지 크기(Paper Size)
•

용지 크기는 A4 이다.

1.4 용지 여백(Margins)
•

용지 여백은 MS Word 에 설정된 ‘Normal’을 사용한다.

•

위, 아래, 좌, 우 2.54 cm 이다.

1.5 행 정렬
•

논문제목은 ‘중앙 맞춤’(Centre)이다.

•

논문 각 장, 절, 항, 목(부제, 부부제, 부부부제)의 제목은 ‘왼쪽 맞춤’(Left) 이다.

•

본문과 각주 그리고 참고문헌 등의 내용은 ‘양쪽 맞춤’(Justify)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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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줄 간격, 문단 공백, 문단과 문장 구성
1.6.1 줄 간격(Line)
•

본문의 경우 상∙하 줄 간격은 1.5 lines 이다.

•

본문 안에서 제목과 부제목을 연이어 표기할 경우 제목 간의 줄 간격도 1.5
lines 이다.

•

블록 인용문(block quotation, 문단직접인용) 내의 상∙하 줄 간격은 1 line 이다.

•

각주의 상∙하 줄 간격도 1 line 이다.

•

참고문헌의 상∙하 줄 간격은 본문과 마찬가지로 1.5 lines 이다.

•

목차, 표 목록, 약어 목록 등은 1 line 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항목과 항목
사이에 한 줄을 비우기도 한다.

1.6.2 문단 공백(Paragraph Spacing)
1.6.2.1 소논문(Essay)의 문단 공백
•

본문 내의 문단(paragraph)과 문단 간에는 스페이스(space)를 적용하지 않는다.

•

각 장의 제목(표제 Heading 1)과 그 위 문단 간의 공백은 더블 스페이스를
적용한다.

•

나머지 각 절, 항, 목의 제목(부/부부제목 Heading 2)과 그 위 문단 간의 공백은
싱글 스페이스를 적용한다.

•

각 장의 제목과 그 아래의 첫 문장 간의 공백은 싱글 스페이스를 적용한다.

•

나머지 각 절, 각 항, 각 목의 제목과 그 아래의 첫 문장 간의 공백은 스페이스를
두지 않는다.

•

블록인용문단과 그것의 상∙하 문단 간의 공백은 싱글 스페이스를 적용한다.
* 소논문의 문단공백에 관한 자세한 실례는 1.23 을 참고하라.

1.6.2.2 석∙박사 학위 논문(Thesis & Dissertation)의 문단 공백
•

본문 내의 문단(paragraph)과 문단 간에는 스페이스를 적용하지 않는다.

•

각 부(Parts)와 장(Chapters)의 번호와 제목은 새로운 페이지에서 시작한다. 특히
박사학위논문(dissertation) 같이 매우 긴 논문은 각 부 또는 장 앞에서 페이지
나누기를 하면 좋다. 페이지 나누기는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페이지 및 구역
나누기’를 하면 된다. 페이지 나누기를 하면 각주 번호를 재설정하면 그 시작
페이지에서 자동으로 1 번부터 다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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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부와 장의 번호와 제목은 두 줄로 각각 구분하여 표기하되 상∙하 줄 간격은
1 .5 lines 를 적용한다.

•

각 장의 제목과 그 아래의 첫 문장 또는 각 절 간의 공백은 트리플(triple)
스페이스를 적용한다.

•

나머지 각 절, 각 항, 각 목의 제목과 그 위와 아래의 문장 간의 상∙하 공백은
더블 스페이스를 둔다.

•

블록인용과 상∙하 문단 간의 공백은 싱글 스페이스를 적용한다.
* 석∙박사 학위 논문의 문단공백에 관한 자세한 실례는 1.23 을 참고하라.

1.6.3 문단과 문장 구성
1.6.3.1 문단(Paragraph) 구성
•

각 문단(또는 단락)은 그 내용에 따라 나누되 최소 두 세 문장(sentences) 이상으로
구성한다. 두 세 문장 이하의 짧은 단락은 강조하고자 하는 진술에만 사용한다.

•

각 문단은 최소 다섯 줄(5 lines) 이상으로 구성한다. 가능하면 각 문단을 5 줄
이상, 15 줄 이하로 구성하면 좋다.

•

반 페이지 이상의 너무 지나치게 긴 문단은 논지를 흐리게 하거나 내용 파악을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다.

•

일관성 유지를 위해 가능하면 각 문단은 서로 비슷한 길이로 구성한다.

1.6.3.2 문장(Sentence) 구성
•

각 문장은 간략하면서도 명료한 진술과 표현을 사용한다.

•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가능하면

장문(long

sentences)은

피하고,

단문(short

sentences)을 사용하라.
•

지나치게 긴 문장은 오히려 논지를 흐리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

추상적인 표현은 피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진술을 전개하라.

•

가능하면 ‘나’ 같은 1 인칭 주어로 시작되는 문장을 피하고, 지나치게 주관적인
표현들도 피하는 것이 좋다.

1.7 들여쓰기
•

각 문단(Paragraph)의 첫 글자, 블록인용(Block Quotation)의 시작 위치, 각주의 첫
글자 경우 모두 들여쓰기를 한다. 이때 일관성에 원칙에 따라 들여 쓴 위치가
모두 같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키보드의 1 Tab 을 들여쓰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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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여쓰기 위치에 관한 실례(example)는 1.23 을 참고하라.
•

각주도 문장이므로 첫 글자에 들여쓰기를 적용해야 한다.

•

블록인용의 경우 문단 전체에 이미 들여쓰기를 적용하였으므로, 재차 첫 문장의
첫 글자에 들여쓰기를 적용하지 않는다. 블록인용 들여쓰기는 ‘왼쪽 들여쓰기’를
적용한다. 이 때 들여쓰기를 한 위치가 각주 및 본문의 첫 문장 들여쓰기 위치와
같아야만 한다.
* 블록인용에 관한 자세한 실례는 1.23 을 참고하라.

•

각

장,

절,

항,

목

표제

아래의

첫

문장

역시도

들여쓰기를

적용한다.

블록인용문을 제외한 모든 문장은 일관되게 Tab 키를 이용하여 들여쓰기를 한다.

1.8 직접인용(Direct Quotation)
1.8.1 문장직접인용(삽입 인용문, Run-in Quotation)
•

네 줄 미만의 짧은 직접인용은 문단(paragraphs) 안에서 기입하고, 겹따옴표(double
quotation marks) 또는 큰따옴표(“ ”)를 사용하여 구분한다.

•

문장직접인용문

안에서

재차

인용부호를

쓸

경우에는

홀따옴표

또는

작은따옴표(‘ ’)를 사용한다.
•

직접인용의 경우 각주 처리는 일반적으로 문장 말미에 표기한다.

•

겹따옴표를 연이어 사용할 경우 콤마부호(,)는 그 기호 안에다 삽입한다. 예:
“미아,” “우시아,” “트레이스,” “휘포스타세이스.”

•

겹따옴표로 문장을 마칠 경우 ‘마침표’(.)를 그 안에 표기한다. 예: “신학이란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다.”

•

문장직접인용 후에 괄호 기호로 문장을 마칠 경우 마침표는 괄호 뒤에 표기한다.
예: “그리스도의 영으로 감동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바울은 주장한다(참조, 롬 8:9).”

1.8.2 블록직접인용(Block Quotations)
•

네 줄 이상의 긴 직접인용은 블록인용으로 한다. 이때는 겹따옴표(“ ”)를 표기하지
않고, 이탤릭체(또는 기울임꼴) 표기도 하지 않는다. 블록인용문 자체가 직접인용
표기이다.

•

직접인용문이 네 줄 미만일 때도 특별히 강조하고자 할 때는 블록인용문으로
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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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인용문(block quotations)의 길이는 가능하면 반 페이지를 넘어서는 안 된다.
지나치게 길고 빈번한 블록인용의 사용은 표절시비가 될 수 있다.

•

긴 블록인용문의 경우 인용문 안에서 문단을 둘로 나눌 수 있다. 이 때 두 번째
문단의 첫 문장은 한 Tab 들여쓰기를 적용한다.

•

블록인용 안에서 강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탤릭체(Italic)로 표기할 수 있으며,
문단말미에 괄호 기호를 사용하여 “이탤릭체는 본 필자의 강조임”을 표기해야
한다. 예: (이탤릭체는 본 필자의 강조임)

•

블록인용 안에서 재차 인용부호를 쓸 경우에는 겹따옴표(“ ”)를 사용한다.

•

블록인용 전에 문장으로 인용문을 소개할 때는 문장의 마지막 끝에 콜론
부호(:)를 삽입한다.

•

블록인용의 전체 문단은 왼쪽으로 한 Tab 들여쓰기를 한다. 이때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첫 문장 들여쓰기’(각주 들여쓰기 포함) 위치와 ‘블록인용 들여쓰기’
위치의 ‘여백’이 동일해야 한다.
* 블록인용에 관한 자세한 실례는 1.23 을 참고하라.

•

블록인용 문단의 글자크기는 10 points 이다.

•

블록인용 내의 문단 상∙하 간격은 1 line 으로 한다.

•

블록인용의 경우 문단의 마지막 문장 말미에 각주 처리를 한다.

1.8.3 직접인용을 적용하는 경우
•

직접인용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너무 많은 자료들을 직접 인용하는 것은
주의하여야 한다. 직접 인용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학생들이 자신의 표현으로
논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잘못이다.

•

직접인용을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저자의 표현이 독창적이어서 그 표현을 더 향상시키기 어려운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에세이에 직접인용을 하여 논문의 논점을 강조하는데 도움이 된다.

➢

저자의 어느 주장을 비평하거나 논평하기 위해서 직접인용을 사용하기도
한다.

•

그 이외의 경우에는 반드시 인용 내용을 학생 자신의 표현과 용어로 말을
바꾸어서(Paraphrasing) 논술해야 하며, 이와 같은 ‘간접인용’ 후에도 인용표기법에
따라 반드시 각주 처리를 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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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직접인용 내 줄임표
•

직접인용 안에서 줄임표(…)를 사용할 수 있다.

•

직접 관련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긴 인용을 피하기 위해서, 혹은 긴 문단에서
비평적인 부분만을 추출하기 위해서 인용 내용을 부분적으로 얼마든지 생략할 수
있다.

•

줄임표는 구두점 3 개(…)로 표기한다.

•

줄임표는 직접인용의 시작, 중간, 혹은 끝 그 어디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

직접인용 내에서의 줄임표 사용시 주의사항은 원래의 의미가 변경되지 않도록
사용 하는 것이 중요하다.

1.8.5 직접인용 시 기타 주의사항
•

직접인용을 한 경우에는 문장 그대로 구두점, 맞춤법 및 대소문자 등을 포함해서
원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원본에 철자 등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sic] 를 써서 옮기는 과정에서 생긴 오류가
아님을 표기해야 한다(sic 는 라틴어 단어로 ‘원문대로’라는 뜻이다). 예: The average
American “cannot use a coma [sic] properly.”

•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 인용문에 명백한 오타가 발견될 때는 특별한 언급 없이
수정해도 무관하다.

1.9 간접인용(Indirect Quotation)
•

참고자료들의 내용을 요약하거나 간접인용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학생 자신의
표현과 용어로 말을 바꾸어(paraphrasing) 서술해야만 한다.

•

이 때 저자의 의미가 왜곡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간접인용한 내용은 반드시 각주 처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표절(plagiarism)
문제가 발생한다.

•

다른 저자의 신학작품 내용뿐만 아니라, 제목들과 목차까지도 인용 표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학문적 에세이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1.10 페이지 번호
•

본문 이전의 페이지 번호는 로마 소문자(i, ii, iii, iv, v, vi, vii)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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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부터의 페이지 번호는 아라비아 숫자(1, 2, 3, 4, 5)로 표기한다. 이때 페이지
번호 표기가 바뀌는 관계로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페이지 및 구역 나누기’를
하면 된다. 또한 ‘삽입’의 ‘페이지 번호’를 클릭한 후, ‘페이지 번호 서식’에
들어가서 ‘번호 서식(F)’과 ‘시작 번호(A)’를 변경해 주면 된다.

•

페이지 번호 표기는 ‘바탕체,’ ‘11 폰트,’ ‘중앙 맞춤’으로 표기한다.

•

페이지 번호에 다른 디자인은 적용하지 않는다.

•

오직 논문의 겉표지에는 페이지 번호를 기입하지 않는다. 이때 논문의 겉표지
안에

페이지

번호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페이지

나누기’를 하면 된다.

1.11 본문 내의 목차번호 기입방식
•

아래의 목차 기입방식에 관한 안내(guide)는 행정렬, 들여쓰기, 글씨체, 글씨크기,
텍스트 굵기표기, 줄 간격 순이다.

1.11.1 논문제목(Title)
•

논문제목 표기는 중앙 맞춤, 바탕체(Times New Roman), 18 points, 굵은 글씨체, 1.5
lines(부제목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논문부제목 표기는 제목 옆에 ‘콜론부호(:)’ 사용, 18 points, 굵은 글씨체, 제목과의
줄 간격 1.5 lines 이다.

1.11.2 각 부(Parts)
•

연구논문, 졸업논문, 석∙박사 학위논문(thesis and dissertation) 같이 장들(Chapters)이
많은

경우

그

내용에

따라

부(Parts)로

구분할

수

있다.

준학사와

학사

소논문(essay)의 경우 따로 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

오직 각 부의 목차번호만은 아라비아숫자가 아닌 로마숫자 대문자(I, II, III, IV, V, VI,
VII)로 표기한다.

•

각 부의 제목 표기는 중앙 맞춤, 바탕체(Times New Roman), 18 points, 굵은 글씨체,
1.5 lines 이다.

•

각 부의 부제목 표기는 제목 옆에 ‘콜론부호(:)’ 사용, 18 points, 굵은 글씨체, 각
부의 제목과의 줄 간격은 1.5 lines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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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부는 1 페이지 전체를 할애하여 표기한다. 따라서 각 부의 다음에 오는 각
장(Chapters)은 그 다음 페이지에서 시작한다.

1.11.3 각 장(Chapters) or 표제(Heading 1)
•

에세이의 경우 각 장의 제목표기는 왼쪽 맞춤, 아라비아숫자 ‘1’로 표기, 14 points,
굵게(Bold), 1.5 lines 이다. 각 장(Chapter)을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한 후 마침표(.)는
생략한다.

•

학위 논문(Thesis)의 경우 각 장의 제목표기는 가운데 맞춤, 각 장과 제목 표기는
두 줄로 표기, 아라비아숫자 및 문자 ‘제 1 장’으로 표기, 각 장 표기는 18 points,
제목 표기는 18 points, 굵게(Bold), 1.5 lines 이다.

•

소논문(essay)의

경우

각

장의

제목과

바로

위

단락

간의

공백은

‘더블

스페이스’를 둔다.
* 각 장의 제목과 상∙하 단락 간의 공백에 관한 자세한 실례는 1.23 을 참고하라.
•

석∙박사 학위 논문의 경우 각 장의 마지막 페이지 중간에서 비록 문장이
마치더라도 다음 장(Chapter)의 시작은 그 다음 페이지에서 새로 시작한다.

•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각 장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페이지 나누기”를 적용하면
각주를 보다 효율적으로 표기할 수 있다.

1.11.4 각 절(Sections) or 부표제(Heading 2)
•

소논문(essay)의 경우 각 절의 제목표기는 왼쪽 맞춤, 아라비아숫자 및 포인트
‘1.1.’로 표기, 13 points, 굵게, 1.5 lines 이다.

•

학위 논문(Thesis)의 경우 각 절의 제목표기는 왼쪽 맞춤, 아라비아숫자 및 포인트
‘1.1.’로 표기, 14 points, 굵게, 1.5 lines 이다.

1.11.5 각 항(Subsections) or 부부표제(Heading 3)
•

소논문(essay)의 경우 각 항의 제목표기는 왼쪽 맞춤, 아라비아숫자 및 포인트
‘1.1.1.’로 표기, 12 points, 굵게, 1.5 lines 이다.

•

학위 논문(Thesis)의 경우 각 항의 제목표기는 왼쪽 맞춤, 아라비아숫자 및 포인트
‘1.1.1.’로 표기, 13 points, 굵게, 1.5 lines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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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각 목 or 부부부표제(Heading 4)
•

소논문(essay)의 경우 각 목의 제목표기는 왼쪽 맞춤, 아라비아숫자 및 포인트
‘1.1.1.1.’로 표기, 11 points, 굵게, 1.5 lines 이다.

•

학위 논문(Thesis)의 경우 각 목의 제목표기는 왼쪽 맞춤, 아라비아숫자 및 포인트
‘1.1.1.1.’로 표기, 12 points, 굵게, 1.5 lines 이다.

1.11.7 본문의 목차와 목차번호 표기의 실례(example)

학위논문(Thesis)의 본문 내
목차와 번호의 표기 예
각 부의 번호, 18 points, 굵게, 중앙맞춤

제I부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

각 부의 제목 or 부제목, 18 points, 굵게, 중앙맞춤

각 장의 번호, 18 points, 굵게, 중앙맞춤, 새 페이지에서 시작

1.1
1.2
1.3
1.4
1.5
1.6

제1장
서론
각 장의 제목, 18 points, 굵게, 중앙맞춤, 상∙하 줄간격
아래 문단과의 공백 트리플 스페이스

본 연구의 배경: 문제 제기
1 line,
연구 질문들
본 연구 주제와 관련된 개념 설명
연구 방법론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목적과 공헌점들

제2장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비유적 표현들
2.1 그리스도 안에

각 절의 제목, 14 points, 굵게, 왼쪽맞춤, 아래 공백 싱글 스페이스

2.1.1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
2.1.1 그리스도가 신자 안에

각 항의 제목, 13 points, 굵게, 왼쪽맞춤, 아래 공백 싱글 스페이스

2.1.1.1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2.1.1.2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각 목의 제목, 12 points, 굵게, 왼쪽맞춤, 아래 공백 싱글 스페이스

2.2 그리스도 안에 참여
2.3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2.4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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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신학적 의미들
3.1 초월적 연합
3.2 실제적 연합
3.2.1 유기적 연합
3.2.2 실체적 연합

3.3 영적 연합
3.4 신비적 연합

제 II 부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칼빈신학:
신학적 구조와 교리적 범위
제4장
기독교 강요 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신학적 구조
4.1 기독교 강요 내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라는 이중 구조
4.1 기독교 강요의 구조와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

제5장
기독교 강요 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적 범위
5.1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삼위일체론
5.2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회론

제6장
결론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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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논문(essay)의 본문 목차번호
표기 예

에세이 제목, 18 points, 굵게, 중앙맞춤

성경전서 연구:
성서신학에 관한 개론적 접근
에세이 부제목, 18 points, 굵게, 중앙맞춤

1 들어가는 말 (시작하는 말)

각 장의 제목, 14 points, 굵게, 왼쪽맞춤

2 신약성서
2.1 공관복음

각 절의 제목, 13 points, 굵게, 왼쪽맞춤

2.1.1 마태복음
2.1.1.1 마태복음 1 장
2.1.1.2 마태복음 2 장

각 항의 제목, 12 points, 굵게, 왼쪽맞춤
각 목의 제목, 11 points, 굵게, 왼쪽맞춤

3 구약성서
3.1 모세오경
3.2 역사서
3.2.1 여호수아

4 나가는 말 (맺는 말)
참고 문헌
1.11.8 서론과 결론
•

서론과 결론은 하나의 장(Chapter)으로 처리한다

•

‘서론’ 또는 ‘결론’이라는 용어는 최근에 덜 사용하는 추세이다. 대신에 ‘들어가는
말’(시작하는 말) 또는 ‘나가는 말’(맺는 말)이라는 용어를 보다 많이 사용하는
추세이다.

•

연구논문

및

석∙박사

학위논문

내에서는

여전히

‘서론’(Introduction)과

‘결론’(Conclus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1.12 원어, 전문용어, 외국인명 및 외국어 도서 표기법
1.12.1 원어 및 전문용어 표기
•

히브리어와 헬라어, 라틴어 등 고전어 및 기타 원어를 삽입해야만 하는 경우 한글
음역을 먼저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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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 음역 표기 후 이어서 괄호 안에 그 원어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엘로힘()לֹוהִ יםֱא

•

만약 원어의 표기가 어려울 경우는 그 대신에 영문의 음역으로 기록할 수도 있다.
예: 엘로힘(Elohim)

•

라틴어와 독일어 등의 외국어들의 경우 영어와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원어에

이탤릭체 표기를 한다. 예: 우나(una), 숩스탄티아(substantia), 키르케(kirche)
•

같은 단어의 두 번째 사용부터는 한글 음역만을 표기한다. 예: 엘로힘, 키르케

•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건은 가급적이면 해당 년도를 표기한다. 예: 니케아
공의회(Council of Nicaea, 325)에서…

•

‘전문신학용어’ 또는 ‘강조’가 아닐 경우는 괄호를 이용하여 한자, 영문, 기타
외국어 표기를 가급적이면 자제해야 한다.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오히려 논문의
구성력에 방해가 된다.

•

그러나 짧은 단어나 어구가 아닌 두 줄 이상의 긴 외국어자료를 인용할 때는
로마체를 사용한다. 원서에서 이탤릭체로 표기되었을 때만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1.12.2 외국인명 표기
•

저명한 외국 신학자의 이름과 또는 중요 외국 지명을 제시할 때도 한글 음역을
먼저 표기한다. 인물 이름일 경우 성(Family Name)만을 음역해도 좋다. 예:
칼빈은…

•

한글 음역 표기 후 이어서 괄호 안에 그 해당 원어 명을 적어 넣는다. 인물일
경우 성과 이름(Full Name)을 모두 원어로 표기한다. 예: 칼빈(John Calvin)은…

•

고유명사인 외국의 이름과 지명의 첫 글자는 항상 대문자로 표기한다. 예:
루터(Martin Luther)는 비텐베르크(Wittenberg)에서…

•

매우

중요한

신학자나

인물일

경우

가급적이면

생몰연도를

제시한다.

예:

칼빈(John Calvin, 1509-1564)은…
•

같은 이름의 두 번째 사용부터는 한글 음역만을 표기한다. 예: 루터는…

•

인물 이름일 경우 직책은 생략한다. 예: 최성렬이 강조하는…

•

같은 신학자 이름이 한글로 다르게 음역된 경우 하나의 이름으로 통일하면 된다.

•

영어가 아닌 기타 외국어의 인명과 지명의 경우는 이탤릭체로 표기하지 않는다.
예: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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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외국어 도서의 제목 표기
•

외국어 자료의 경우 원작에 있는 그대로를 표기한다.

•

외국어 제목의 경우 관사(a, an, the), 접속사(and, but, or, nor, for, so, yet), 전치사(of, in,
at, above, under) 등을 제외하고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

외국어 도서 및 논문의 제목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예: Union with Christ

•

석∙박사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의

제목인

경우에는

로마체로

표기하되,

겹따옴표를 제목 앞뒤에 삽입한다. 예: “Re-reading Calvin as Constructive Proposal”
•

본문 안에서 외국 신학자를 언급한 경우 해당자의 1 차 자료(번역서 포함)를
각주로 표기해야만 한다. 2 차 자료를 인용한 경우에는 1 차자료를 먼저 표기한 후,
그 다음 해당 2 차 자료를 표기하고 ‘재인용’이라고 표기한다. ‘재인용’ 표기를
충실하게 표기하지 않을 경우 표절 의심을 받을 수 있다.

1.13 괄호
•

괄호는 단어나 문장 다음에 설명문이나 추가사항을 덧붙일 때 사용한다.

•

괄호는 일반적으로 소괄호‘( )’를 사용한다.

•

소괄호‘( )’ 안에 또 다른 괄호를 재차 사용할 때는 대괄호(또는 각괄호)‘〔 〕’를
사용한다. 예: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또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 사상〕
관점으로)

1.14 성경구절 표기법
•

본문의 문장에서의 성경구절은 책명 전체를 표기한다. 예: 갈라디아서 2:2021 안에서 언급하는…, 또는 갈라디아서 2 장 20-21 절 안에서 의미하는…

•

그러나 괄호 안과 각주 내에서의 성경구절은 약어로 표기한다. 예: (갈 2:20-21), 갈
2:20-21

•

문장 안에서 성경구절을 인용할 경우 직접인용부호(“ ”)를 표기하고, 가능한
겹따옴표 말미에 괄호를 사용하여 해당 성경책명과 장∙절을 약어로 표기한다. 예:
바울은 우리가 “성령의 전”(고전 6:19)이라고 강조한다.

•

성경구절로 문장을 마칠 경우에는 ‘마침표’ 또는 ‘단락점’(Fullstop)을 괄호 뒤에
기입한다.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일 4:16).

•

여러 다른 성경책 구절들을 한꺼번에 표기할 경우는 세미콜론 부호(;)를 사용하여
구분한다. 예: 갈 2:20-21; 요 14:16-20; 롬 6:5; 고전 6: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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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성경책의 다른 장∙절을 연이어 표기할 경우 두 번째부터는 책명을 생략한다.
예: 갈 2:20-21; 3:1-4; 4:6.

•

한편 같은 성경책 내 같은 장 안의 다른 구절들을 연이어 표기할 경우 두
번째부터는 콤마 부호(,)를 사용한다. 예: 갈 3:2, 5-6, 26-27.

•

본문 안에서 그 내용상 성경구절에 대한 참조를 언급할 경우 괄호를 이용하여
해당 성구 다음에 ‘참조’라고 표기한다. 예: 마태의 종말론이 나타난다(마 28:20
참조).3

•

성서의

약어는

한글성경의

경우

개역개정판에

명시된

약어표를

사용하고,

영어성경의 경우 NIV 에 명시된 약어표를 사용한다.

1.15 약어(Abbreviation)
•

논문의 본문 안에서는 전문성과 학문성을 높이기 위해 가급적이면 약어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

•

약어는 주로 인용출처, 표와 그림 등에서 표기한다.

•

고전 등과 같이 논문 안에서 반복하여 다루는 도서의 제목(CD = Church Dogmatics),
인물(K. Barth = Karl Barth), 직업명(Rev. = Reverend), 학위명(PhD = Doctor of Philosophy),
단체명(YMCA =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지명(NY = New York), 주소(Ave. =
Avenue), 시간∙일∙월∙연대(a.m. = ante meridiem, Sun. = Sunday, Jan. = January, AD = anno
Domini), 측량단위(kg = kilograms), 그리고 전문 용어들(Ibid. = ibidem, in the same
place)은 약어로 표기할 수 있다.4

•

소논문(essay)의 인용 안에서 약어를 사용할 경우 첫 인용에서 약어 사용을
명시한다.

•

석∙박사 학위 논문의 경우처럼 약어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어표를 따로
만들어 목차 뒤에 삽입한다.

1.15.1 약어의 유형
•

약어는 단어의 머리글자만을 차용하여 만든 두문자어를 하나의 단어로 발음하는
약성어(acronym)라는 유형이 있다. 예: 나토(NATO) = 북대서양조약기구,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현요한, 장로회신학대학교 표준 논문작성법, 개정판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6), 47.
학술 약어 및 기타 약어표는 Turabian 의 저서 A Manual for Writers 와 임원택, 논문작성법 (서울:
도서출판 대서, 2015), 108-13 을 참고하라.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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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머리글자를 개별적으로 발음하는 또 다른 유형의 약어인 약칭어(initialism)가
있다. 예: 씨디(CD) = 교회 교의학, Church Dogmatics

•

이 모든 형식을 약어(abbreviation)라는 일반용어로 총칭한다.

1.15.2 약어의 형식
•

약어는 모두 대문자나 소문자로 표기하기도 한다. 예: BC, AD, a.m., p.m. 등

•

한편 약어는 또한 대소문자를 결합하여 표기하기도 한다. 예: PhD, Gov. 등

•

인용 표기에 자주 사용하는 editor, translator, volume 같은 단어의 약어는 ed., trans.,
vol. 등으로 표기한다. 복수형은 끝에 s(eds.)를 붙이며, 약어의 끝자가 s(trans.)라면
재차 s 를 붙이지 않는다.

1.16 구두점(Punctuation)
1.16.1 세미콜론(Semicolon)
•

세미콜론(;)은 다양하게 사용하나 특히 연속하여 인용 성구와 인용자료를 표기할
때 그 구분점으로 사용한다. 예 1: 요 15:5; 갈 2: 20; 골 1: 27; 요 15: 5; 고전 15: 22;
고후 5:17. 예 2: 현요한, 장로회신학대학교 표준 논문작성법, 개정판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6), 47; 김기홍, 논문 작성 이렇게 해라, 개정 증보판
(서울: 시대의 창, 2016).

1.16.2 콜론(Colon)
•

콜론(:) 역시도 다양하게 사용하나 특히 예를 들거나, 아니면 블록인용문으로
신학적 진술을 나열할 때도 사용한다. 예 1: “예: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 예 2:
“칼빈의 다음의 진술은 그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한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그 분 자신을 얻은 후에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혜택을
함께 나누는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 하실 때, 그분이
우리와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가 그분의 육체의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나의 생명과 본질(만약 내가 그렇게 말했어도 괜찮다)로 연합되기
시작 했을 때이다.

이와 같이 칼빈은…”

1.16.3 구두점이 겹칠 때
•

생략부호(…)가 아니라면 마침표 둘을 연속하여 표기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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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어의 마침표가 문장의 맨 마지막에 올 경우 그 뒤에 또 다시 마침표를
표기하지 않는다. 예: The event occurred at 8:30 a.m.

•

약어로 끝나지만 그 뒤에 물음표(?)나 느낌표(!)가 붙을 때는 구두점을 겹쳐서
표기할 수 있다. 예: Will you buy the stocks of Samsung Inc.?

1.17 숫자(Numbers) 표기법
•

문장의 첫 머리에 수를 표기할 때는 숫자로 쓰지 않고 반드시 문장으로 풀어서
써야 한다. 예: 열 두 사도들 중에 베드로는…

•

교황, 황제, 성인 등의 이름 안에 있는 수를 한글로 표기할 때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예: 교황 요한 바오로 2 세

•

반면에 외국어명 안에서의 수는 로마숫자로 표기해 구분한다. 예: Pope John Paul II

1.18 철자법(Spelling)과 교정(Proofreading)
•

철자법, 오타, 띄어쓰기 오류 등도 평가요소에 포함된다.

•

철자법 오류를 피하기 위해 소논문(essay)의 경우 반드시 2~3 차례 이상의 교정을
보아야 한다.

•

교정은 MS 워드 “검토” 기능의 “맞춤법 및 문법 검사” key 를 통해 할 수 있다.

•

석∙박사 논문(Thesis)의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 교정사(professional proofreader)를
통해 철자법뿐만 아니라 내용, 문법, 논문의 형식과 구조, 그리고 논문 작성법
등을 교정 받아야만 한다.

•

오류가 심하게 많은 경우 논문 제출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1.19 표절(Plagiarism)
1.19.1 표절의 대표적인 예
•

다른 사람의 논문 또는 저작물을 그대로 또는 약간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

•

필자 자신의 견해와 비평은 거의 없고, 대신에 참고문헌들 이곳 저곳의 내용들을
그대로 짜깁기한 경우.

•

적절한 출처표기를 생략한 상태로 타인의 아이디어나 저작물을 마치 자신의
견해처럼 부당하게 그대로 사용한 경우.

•

적절한 출처표기와 상관 없이 직접인용 내용이 과제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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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 자신의 동일 또는 유사한 학문적 저작물을 인용표기 없이 중복하여
게재한 경우. 이때는 “자체표절”이 된다.

•

출처 자료를 인용하면서 직접인용 부호를 표기하지 않는 경우.

•

의도적으로 인용부의 출처에 대해 틀린 정보를 제시하는 경우.

•

적절한 출처표기 없이 출처의 단어 표현은 살짝 바꾸되, 그러나 문장 구조는
그대로 복사하는 경우.

1.19.2 표절 검사
•

모든 소논문(Essay)과 학위 논문(Thesis & Dissertation)은 의무적으로 표절검사를
해야만 한다.

•

영어 논문일 경우는 표절검사를 할 때 학교가 제공하는 “Turnitin”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사용방법은 Moodle 상의 ‘Turnitin 사용 안내문’을 참고하면 된다.

•

한글 논문일 경우는 무료 표절검사 사이트인 “카피킬러”(Copy Killer)를 이용한다.
카피킬러의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copykiller.com/ 이다. 본 사이트 안에서는
한 개인이 하루에 논문 3 편까지만 표절 검사를 할 수 있다.

•

표절검사 후 해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그 “검사 결과”의 확인서 또는 보고서를
논문과 함께 제출한다.

•

표절검사 결과 논문유사성(Similarity)이 3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논문의
표지, 각주, 직접인용, 그리고 참고문헌 등 때문에 유사성 비율이 높게 나오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최대 40%까지 논문유사성을 인정할 수도 있다.

1.20 목차(Table of Contents)
•

에세이의 경우에는 목차를 첨부해야 한다.

•

에세이 외에 기타 과제물들은 목차를 생략해도 무관하다.

•

간편한 목차 만들기는 MS Word 의 ‘참조’란에 들어가서 ‘목차’를 클릭하면
생성된다.

•

목차의 각 장, 절, 항 제목 말미에 페이지수를 표기한다. 목차는 간결성을
원칙으로 각 항 단위의 제목까지만 표기한다(예: 1.1.1). 그 이하 단위의 소제목은
목차에 표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본문 안에서는 항 이하 단위(예: 1.1.1.1)의
소제목까지도 표기한다.

•

하위단위 소제목 번호는 상위단위 번호보다 1 Tab 씩 들여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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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장의 제목 위 공백은 ‘더블 스페이스’이며, 그 외 하위단위의 제목들 위에는
스페이스를 두지 않는다.

•

글씨크기는 ‘목차’ 18 Point, 각 장의 제목은 14 Point 이며, 글씨굵기는 ‘굵게’로
표기한다.

•

그 외 각 절, 항, 목의 번호와 제목의 글씨크기는 11 Point 이며, 글씨굵기는
‘보통’으로 표기한다.

•

페이지 번호의 글씨크기도 11 Point 이며, 글씨굵기도 ‘보통’으로 표기한다.

•

석∙박사 학위 논문의 자세한 목차 규정은 “목차 표기의 실례 1.20.1”을 참고하라.

1.20.1 목차 표기의 실례(example)

학위논문(Thesis)의
목차 표기 예
한글초록(Abstract)
영문초록
감사의 말(Acknowledgements)
목차(Table of Contents)
약어표(List of Abbreviations)

18 points, 굵게, 중앙맞춤, 아래 더블 스페이스

목 차
서두의 제목들, 12 points, 굵게, 왼쪽맞춤, 약어표
아래 더블 스페이스, 페이지 번호 로마 숫자

i
ii
iii
iv
v

각 부의 번호와 제목, 두 줄 표기, 12 points, 굵게, 왼쪽맞춤,

제I부
아래 싱글 스페이스, 페이지 번호 아라비아 숫자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비유적 표현들과 신학적 의미들

1

제1장
서론

2

1.1
1.2
1.3
1.4
1.5
1.6

각 장의 번호와 제목, 두 줄 표기, 12 points, 굵게, 왼쪽맞춤

본 연구의 배경: 문제 제기
연구 질문들
본 연구 주제와 관련된 개념
연구 방법론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목적과 공헌점들

2
5
8
12
15
20

설명

각 장과 각 장 사이에 싱글 스페이스 or 더블 스페이스

제2장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비유적 표현들
2.1 그리스도 안에
2.1.1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
2.1.2 그리스도가 신자 안에
2.3 그리스도 안에 참여
ALPHACRUCIS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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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절, 11 points, 보통, 왼쪽맞춤, 1 Tab 들여쓰기24

28
35
44

각 항, 11 points, 보통, 왼쪽맞춤, 2 Tab 들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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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57

2.4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2.5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심

제3장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신학적 의미들

61

62
3.1 초월적 연합
65
3.2 실제적 연합
68
3.2.1 유기적 연합
70
3.2.2 실체적 연합
73
3.3 영적 연합
목차 내 각 장·절·항·목의 제목 번호들의 구두점(.)은 제목이
3.4 신비적 연합
어구(phrase)로 끝나면 마지막 구두점은 표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77
제목이 완벽한 문장으로 구성되면 마지막 구두점도 표기한다.
본문 내의 목차번호 표기도 마찬가지 이다.

제 II 부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칼빈신학의 신학적 구조와 교리적 범위
제4장

기독교 강요 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신학적 구조
4.1 기독교 강요 내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라는 이중 구조
4.2 기독교 강요의 구조와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

제5장

기독교 강요 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적 범위

80

81
82
98

121
123
140

5.1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삼위일체론
5.2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회론

제6장
결론

171

참고 문헌

180

에세이(Assay)의
목차 표기 예

목 차
18 points, 굵게, 중앙맞춤, 아래 더블 스페이스

1 들어가는 말 (시작하는 말)

1

각 장, 12 points, 굵게, 왼쪽맞춤, 위 싱글 스페이스

2 신약성서

각 절, 11 points, 보통, 왼쪽맞춤, 1 Tab 들여쓰기

2.1 공관복음
2.1.1 마태복음
2.1.2 마가복음

3 구약성서
ALPHACRUCIS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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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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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
9

3.1 모세오경
3.2 역사서
3.2.1 여호수아

4 나가는 말 (맺는 말)

각 장과 각 장 사이에 싱글 스페이스 or 더블 스페이스

11
13

참고 문헌

1.21 논문표지
•

논문표지는 학교양식을 사용한다.

•

논문표지는 Moodle 상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1.22 논문 구성요소
1.22.1 소논문
•

소논문(essay)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구성한다.

•

논문표지 ☞ 목차(Table of Contents) ☞ 논문 내용 ☞ 참고문헌

•

Essay 외에 서평 및 기타 준학사와 학사의 과제물들은 ‘목차’를 생략해도 좋다.

•

논문표지는 본 알파크루시스대학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한다.

1.22.2 연구논문 및 석∙박사학위논문
•

연구논문 및 석∙박사학위논문(Thesis & Dissertation)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구성한다.

•

논문 겉표지 ☞ 논문 속표지 ☞ 서약서(Declaration) ☞ 한글초록(Abstract) ☞
영문초록 ☞ 감사의 말(Acknowledgements) ☞ 서두 명구(Epigraph) 5 ☞ 목차(Table
of Contents) ☞ 약어표(List of Abbreviations, 해당 되는 경우) ☞ 논문 내용 ☞
참고문헌

•

논문의

서두에

들어가는

논문

겉표지와

속표지,

그리고

서약서는

본

알파크루시스대학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한다.

1.23 적용 예문(Application Example)

“To my beloved wife Rebekah Read”등으로 논문을 헌정할 때 덧붙이는 서두 명구(Epigraph)는
일반적으로 석사학위는 생략하나, 박사학위의 경우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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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세이
적용 예문

제목, 바탕, 18 points, 굵게, 중앙맞춤

잠언 1 장 6 절 주해:
지혜의 네 가지 유형들에 대한 정의

부제목, 바탕, 18 points, 굵게, 중앙맞춤, 제목과의 상∙하 문장간격 1.5 Lines
제목 아래 공백 트리플(triple) 스페이스
(triple) 스페이스
장 제목(표제), 바탕, 14 points, 굵게, 왼쪽맞춤

1 들어가는 말
장 제목 아래 공백 싱글 스페이스

잠언 1 장 6 절에는 네 가지 유형의 지혜의 말들 “마솰,” “멜리짜,” “디브레 하카밈,”
그리고 “히도탐”(한글성경〔개역개정〕에 “잠언,” “비유,” “지혜 있는 자의 말,” 그리고
“그 오묘한 말”로 번역)이 나타난다… (중략)

문장 상∙하 간격 1.5 Lines, 11 points, 양쪽 맞춤

장 제목 위 공백 더블 스페이스

2 잠언 1:6 의 지혜의 네 가지 유형들
장 제목 아래 공백 싱글 스페이스

히브리 본문을 먼저 문법적으로 분석해 보면 마솰과 멜리짜(멜리짜는 접속사
“베”와 합하여 움리짜로 음역. 마솰과 멜리짜… 둘 다 “멤”으로 시작), 그리고 디브레
문장 들여쓰기 1 Tab

하카밈과 히도탐(둘 다 복수, 둘 다 “멤”으로…) 눈에 띈다… (중략)
절 제목(부표제) 위 공백 싱글 스페이스

절(부표제) 이하 하위단위의 제목들 아래는 스페이스를 두지 않는다.

2.1 네 가지 지혜 유형들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잠언 1:6 의 네 가지 유형들에 대하여 서로 달리 언급한 학자들 두 분을 여기서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왈키(Bruce K. Walke)는 이 네 가지가 비슷한 말들이라고
한다… (중략)

절 제목(부표제), 바탕, 13, 굵게, 왼쪽맞춤

절 제목 위 공백 싱글 스페이스

2.2 네 가지 용어들의 정의
2.2.1 마솰

항 제목(부부표제), 바탕, 12, 굵게, 왼쪽맞춤

잠언 1:6 의 마솰(복수는 “메솰림,” 복수 연계형은 “미슐레”)은 위에 말하였듯이
제목(표제)을 연이어 표기하는 경우 스페이스를 두지 않는다.

잠언 1:1; 10:1; 25:1 에도 각각 나타나는 단어이다. 마솰은 우리말로는 영어번역
‘proverb’를 흉내 내어 ‘잠언’ (보통 국어사전을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훈계가 되는
짧은 말”이라고 정의 되어 있다)이라고 번역하였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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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마솰’이라는

용어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용례들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마솰은 우리의 … 지혜의 책들, 예를 들어 욥기, 잠언, 전도서 같은
책들에서만 발견되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이다…. (중략)
목 제목 위 공백 싱글 스페이스

2.2.2.1 멜리짜

목 제목(부부부표제), 바탕, 11, 굵게,
왼쪽맞춤

멜리짜는 위에서 보듯, 잠언 1:6 상반절에서 마솰 바로 다음에 나타나는 용어이다.
멜리짜를 킹제임스 성경(KJV)은 해석(interpretation)이라고… (중략) 혹은 ‘해석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략) 이 점에 유의하여 하박국 2:6 을 보면 다음과
같다:
블록인용, 바탕, 10, 양쪽맞춤, 문단 왼쪽 1 Tab 들여쓰기, 첫 문장 들여쓰기 생략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¹ (이탤릭체는 본 필자의 강조임) 블록인용 위∙아래 공백 각각 싱글 스페이스
블록인용 상∙하 문장간격 1 Line

이 대목은 분명히 갈대아인들(바벨론 사람들)이 주변 열국을 침노하여 노략질하고
문장 들여쓰기 1 Tab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 노예로 부려먹는 행위를 신랄하게 비꼬고 있다… (중략)

3 나가는 말

논문 안의 모든 글씨체(Font)는 한글인 경우 ‘바탕체’이며, 영문 또는
기타 외국어(숫자∙기호 포함)일 경우 ‘Times New Roman’ 이다.

멜리짜가 비꼬는 말인 것은 겔 22:4-5 에 나타난 ‘칼리스’란 단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에스겔서의 이 문맥은 하나님이 율법을 범하고 우상숭배로 자신을 더럽힌
이스라엘을 벌하시겠다는 문맥이다.

각주, 바탕, 10, 양쪽맞춤, 1 Tab 들여쓰기
각주 상∙하 줄 간격 1 line

로버트 L. 알덴, 잠언 주석: 현대를 위한 고대 지혜, 김형준, 이성훈 역 (서울: CLC, 2014),
143-50.
2
매튜 헨리, 매튜 헨리 주석: 잠언 전도서 아가, 박문재 역 (서울: 크리스천다이제스트,
2009), 11-5.
3
참고로 잠언에서 언급하고 있는 “지혜”라는 단어를 종종 의인화하여 ‘성령’으로
해석하는 사례도 있다.
4
Longman Tremper III, Proverbs: Baker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Wisdom and Psalms (Grand
Rapids, Michigan: Baker Academic, 2015), 24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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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적용 예문

부의 번호, 바탕, 18 points, 굵게, 중앙맞춤

제 2부
칼빈 신학 내(內)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
그 비유적 표현들과 의미들

부의 제목, 바탕, 18 points, 굵게, 중앙맞춤, 부의 번호와의 상∙하 문장간격 1.5 Lines

블록인용, 바탕, 10, 양쪽맞춤, 왼쪽 1 Tab 들여쓰기, 첫 문장 들여쓰기 생략

이것은 일견 모순된 일이지만 우리에게서 떠나갔지만 그것은 그(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인데, 즉 그가 지상에 육신을 띠고 있던 한 육신에 국한되어 있는
것보다 떠나가는 것이 유익했기 때문이다... 또 주님께서는 친히 자기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니라”(요 16:7)라고 증거하셨다... 실로 우리는 그가 그때 얼마만큼 풍성하게
그의 성령을 부어 주었으며, 얼마나 놀랍도록 그의 나라를 증진시켰으며, 얼마나 큰
권능을 과시해서 자기 백성을 돕고 원수들을 흩어 버렸는가를 본다. 그러므로
그(그리스도)의 승천에 의해 그의 육체적인 임재는 우리의 눈에서 사라졌지만(행 1:9)
그것은 신자들이 지상 순례 생활 동안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고, 더
효과적인 권세를 가지고 하늘과 땅을 다스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그는 약속한 바를 성취하셨는데, 이는 “그가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다. 그(그리스도)의 육체가 모든 하늘 위에 높이 들리워진 것과 같이,
그의 권능과 효력도 하늘과 땅의 모든 한계를 넘어 전파 확대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존엄하신 임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언제나 모시고 있다.¹ (이탤릭체는 필자의 강조임.)
블록인용 상∙하 문장간격 1 Line

간단히 말해,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는, 성령이 믿음을 통해 신자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며 이런 영적인 연합을 통해 신자는 그리스도 자신과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칼빈은 이 교리를 가장 중요한 교리이면서, 동시에 복음의
위대한 신비 중 하나로 여겼다.² (이탤릭체는 필자의 강조임.)

학위 논문(Thesis)의 각 부는 한 페이지(1 page)로 구성한다. 각
부 뒤에 따라오는 각 장들은 그 다음 페이지에서 시작한다.

각주, 바탕, 10 points, 양쪽맞춤, 1 Tab 들여쓰기

각주 상∙하 줄 간격 1 Line

Institutes, 2.16.14
필립 그레이엄 라이큰, “칼빈의 그리스도와의 연합: 신자의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예배∙삶의 균형을 추구한 사람, 칼빈, 버크 파슨스 편, 백금산 외 19 인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2), 29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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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번호, 바탕, 18 points, 굵게, 중앙맞춤
제 4장
칼빈의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 그 다양한
광범위성들과 비유적 표현들
장의 제목, 바탕, 18 points, 굵게, 중앙맞춤, 장 번호와의 상∙하 문장간격 1.5 Lines

장 제목 아래 공백 트리플(triple) 스페이스
(triple) 스페이스

특별히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그의 사상 또는 그의 전체 신학의 요약본과 같은
것으로 그 중요성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필자는 셀더하위스(Herman J.
Selderhuis)와 방델(François Wendel)의 진술, 즉 “칼빈은 한 권의 책의 사람으로
각인되었고, 그 한 권의 책은 바로 1559년판 기독교 강요이다”와 또는 “칼빈주의
전체는 기독교 강요 속에 들어 있다”라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 할 수 없다.
절 제목(부표제) 위 공백 더블 스페이스

절 제목(부표제), 바탕, 14 points, 굵게, 왼쪽맞춤

4.1 칼빈의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의 다양한 광범위성들
학위 논문 안에서는 에세이와는 달리 절(부표제) 이하
“그리스도와의 연합(unio cum Christo)”
사상은 칼빈의 전체 신학 안에서 하나의
하위단위의 제목들 아래에서도 싱글 스페이스를 둔다.

‘핵심 사상’ 같은 역할을 하며 광범위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의
문장 들여쓰기 1 Tab

‘핵심 사상’ 같은 중요한 신학적 역할은 선명하게 드러난 ‘표면적(explicit) 방식’만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반대로 ‘내면적(implicit)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4.1.1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의 다양한 비유적 표현의 광범위성
첫 번째로, 다양한 ‘비유적 표현들의 광범위성’이다. 칼빈의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은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비유적 표현들로 그의 전체 신학 안에서 광범위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항 제목(부부표제), 바탕, 13 points, 굵게, 왼쪽맞춤
항 제목 위 공백 더블 스페이스

4.1.2 관계적 개념의 비유적 표현들
항 제목 아래 공백 싱글 스페이스
(triple) 스페이스
ALPHACRUCIS COLLEGE

25

A Manual for Writers of Higher Education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의 의미 안에는 그리스도 또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성(고전 1:9, 고후 13:13)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그리스도와 우리 그리스도인과의 친밀한 관계는 공간적이고 거리적인 측면에서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의미를 훨씬 초월 한다. 그것은 성령의 사역에 의해 ‘하나로
연합’되는 관계까지 나아감을 의미한다. 칼빈은 이러한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매우 긴밀한 “하나됨”의 관계를 여러 다양한 비유적 개념 형태들로 표현하였다.
목 제목(부부부표제), 바탕, 12 points, 굵게, 왼쪽맞춤
절 제목 위 공백 더블 스페이스

4.1.2.1 그리스도와의 교제 (Communion with Christ)
절 제목 아래 공백 싱글 스페이스

칼빈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을 “그리스도와의 교제 (comm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의 사귐 (fellowship with Christ),”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교통 (communication
with Christ)”이라는 관계적 개념의 표현들을 가지고 그의 신학 안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의 “교제”라는 관계적 범주 안에서의 표현들은
그 의미상 거의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빌헬름 니젤(Wilhelm Niesel)이 칼빈 신학의 포괄적 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콜프하우스(W. Kolfhaus)의 신학적 견해를 해석한 다음의 내용을
보면 그 사실이 좀더 확실해진다:
나는 1938년 히틀러의 나치 정권에 투쟁했던 고백교회에서 활동하는 중에 이 책을
출판하며 이상 서술한 바와 같이 기록하였다. 그 이후 칼빈의 신학 연구가 활발해졌으며
훌륭한 저서들이 출판되었다. 나의 칼빈 신학에 대한 견해와 일치하는 대부분의
저서들이 그의 각 교리들을 소중하게 해명할 때 기쁨을 느꼈다. 우선적으로
콜프하우스의 신학적 견해가 언급되어야 한다. 그는 평생 칼빈 연구에 헌신하며, 칼빈의
심오한 내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의 생애 말년에 완성한 요한네스
칼빈의 그리스도와의 사귐(Die Christusgemeinschaft bei Johannes Calvin)은 그의 포괄적
연구의 성숙한 결실로서 매우 탁월한 칼빈 연구 문헌 중 하나이다. 이 제목은 칼빈의
교리가 아니라, 그의 중요한 신학 프로그램과 관련되며, 이는 그리스도이며 주님과의
사귐이다!3 (도서명 외 이탤릭체는 본 필자의 강조임.)

이 진술은 한마디로 니젤이 칼빈 신학 연구에 있어서 콜프하우스의 포괄적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런데 콜프하우스는 그 사실을 한 단계 더
구체적으로 강조한다. 그것은 다름아닌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칼빈의 신학 안에서
포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위 논문 안의 모든 글씨체(Font)는 한글인 경우 ‘바탕체’이며, 영문
또는 기타 외국어(숫자∙기호 포함)일 경우 ‘Times New Roman’ 이다. 줄
간격(행 간)은 1.5 lines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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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빌헬름 니젤, 칼빈신학 강의: 칼빈신학에 대한 복음적 이해, 이형기, 조용석 역 (서울:
한들출판사, 2011), 25-6. 또한 다음의 책을 참고하시오. Wilhelm Kolfhaus, Christusgemeinschaft bei
Johannes Calvin, Neukirchen 1939.

2 각주 작성법
2.1 각주의 주 사용 목적
•

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기 위해서 이다.

•

본문에서 그 내용을 언급하면 문장의 논지가 흐려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본문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할 때 각주를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런
경우의 각주를 ‘내용주’라고도 표현한다.

2.2 각주의 작성 순서
•

MS

워드(Word)에서

클릭하면

문서

☞

하단에

참조(Reference)
자동으로

☞

본문과

각주삽입(Insert Footnote)
각주를

구분하는

선이

순서로

나타나고,

각주번호가 자동으로 생성된다(단축키는 Alt + I ☞ N ☞ N ☞ Enter).

2.3 각주의 규격
•

각주의 글자크기는 10 Point 이다.

•

각주의 글씨체는 한글일 경우 ‘바탕체’이고, 영문일 경우 ‘Times New Roman’이다.

•

각주 문장의 상∙하 줄 간격(또는 행 간격)은 1 line 이다.

•

각주의 행 정렬은 ‘양쪽맞춤’이다.

•

각주 첫 문장 역시도 1 Tab 들여쓰기를 적용한다.

2.4 각주의 표기 원칙
•

각주 표기의 순서는 각주 번호, 저자 성명, 책 제목: 부제 (출판사 소재지: 출판사
명, 출판연도), 10-25(참고한 페이지 번호) 등이다.

•

모든 논문제목은 겹 따옴표(“ ”)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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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한국어 및 외국어 도서명은 이탤릭체(Italic)로 표기한다. 한국 신학계에서는
도서명을 ‘꺾쇠 괄호 기호’(『』)를 사용하지만, 본 교에서는 영어 학부와의
일관성을 위해 이탤릭체를 사용한다. 실제로도 시카고 방식(Chicago Style)의
도서명 표기는 이탤릭체이다.

•

박사학위논문(dissertation)의

경우에만

각

장(Chapters)마다

각주

번호를

처음

1 번부터 새로 기입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박사학위논문은 단어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논문 중반에 가서는 각주표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 각 장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도구 모음’의 ‘페이지 레이아웃’ 안의 ‘페이지 및 구역
나누기’를 클릭 하면 각주를 다음 장(Chapters)에서 자동적으로 1 번부터 새로
표기할 수 있게 된다.
•

각 장마다 각주 번호를 1 번부터 새로 기입할 경우 MS Word 메뉴바에서
참조(References)의 Numbering 안의 Restard each section 을 클릭하면 된다.

•

번역서 안에 책명이 한글과 외국어 모두로 표기된 경우 둘 다를 기입할 수도
있다. 다만 책에 인쇄된 정보 그대로를 기입해야 한다. 이때 한글책명을 먼저
기입하고, 외국어책명은 괄호 기호를 사용하여 그 뒤에 표기하면 된다.

•

기타 다양하고 상세한 각주 표기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각주 표기의 대표적인
예”를 참고하라.

2.5 각주 표기의 대표적인 예
2.5.1 단행본
2.5.1.1 일반서적의 경우
1
2

브루스 데머리스트, 십자가와 구원: 구원론, 이용중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06), 15.
Bruce Demarest, The Cross and Salvation: The Doctrine of Salvation (Wheaton, Illinois: Crossway

Books, 2006), 15.

2.5.1.2 같은 저자의 같은 책을 바로 다음에서 인용할 경우
•

같은 페이지일 때

2

•

위의 책.

2

Ibid.

다른 페이지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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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위의 책, 16.

Ibid., 16.

※ Ibid.는 ibidem = in the same place(상게서, 또는 앞의 책)의 약어이다. 한글
논문에서는 “위의 책”과 “Ibid.”라는 용어를 둘 다 혼용할 수도 있다.

2.5.1.3 그 외 반복 인용할 경우
•

다른 책들을 인용한 후, 앞에서 인용한 같은 저자의 같은 책을 다시 인용할 때

•

이때

외국의

저자명은

성(Family Name)만을

기입하고,

책명(또는 논문명)은

부제목을 생략하며, 책명이 길 경우에는 약식으로 기록한다.
•

한국의 저자명은 성명을 모두 기입한다. 이전에 약식 각주의 경우 책 제목을
생략했으나, 최근에는 일관성을 위해 표기하는 경향이다.

5

데머리스트, 십자가와 구원, 17.

5

유해무, 삼위일체론, 17.

5

Demarest, The Cross and Salvation, 17.

※ 이때 op.cit.라는 구 표기법은 사용하지 않는다. op.cit.는 opera citato = in the work
cited(전게서, 또는 이전의 책)의 약어이다.
•

논문 안에 같은 저자의 다른 책이 다시 인용 되었을 때

•

이때 책의 이름만을 바꾸어 기록한다.

9

데머리스트, 통합신학, 17.

9

유해무, 삼위일체론, 17.

9

Demarest, Integrative Theology, 17.

2.5.1.4 개정∙재판∙개정3판 등의 경우
•

개정∙재판∙개정 3 판 등과 같은 부차적 사항은 참고도서에 적힌 그대로 각주의
도서명 바로 뒤에 표기한다.

•

간결성의 원칙에 따라 개정판 등의 부착적 사항을 각주 안에서 생략해도
무관하나, 초판과 재판이 같은 연도일 경우에는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

외국도서의 경우도 위 규정에 준한다.

1

다니엘 L. 밀리오리, 기독교 조직신학 개론: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개정 3 판, 신옥수,

백충현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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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aniel L. Migliore, Faith Seeking Understanding: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Theology, 3rd ed.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2014), 18.

2.5.1.5 단행본이 여러 권수로 나누어 출판된 경우
•

단행본이 여러 권수(다권본)로 나누어 출판된 경우 권수를 밝혀야 한다. 참고한
해당 권 안에 제목이 따로 있는 경우는 도서명 뒤에 그 권수를 책에 있는 그대로
표기한 후 해당 권의 책 제목을 기록한다. 예: 제 2 권: 구원론; 상권: 교회론;
제Ⅲ권: 기독론 등.

•

단행본이 여러 권수로 나누어 출판된 경우 책명과 각 해당 권의 책 제목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

주석(commentaries) 또는 전집(corpus, collected works)의 경우처럼 여러 권수로
나누어 출판된 책도 저자명 ☞ 책명(series 시리즈 책명) ☞ 권수 ☞ 해당 권의 책

제목 ☞ 편·역자명 ☞ 지명 ☞ 출판사명 ☞ 출판연도 ☞ 인용 페이지 순으로
표기한다.

1

밀라드 J. 에릭슨, 복음주의 조직신학, 하권, 구원론∙교회론∙종말론, 신경수 역 (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00), 219.
1

존 칼빈, 성경주석, 제 19 권, 로마서∙빌립보서∙고린도전서·갈라디아서, 제 2 판, 존 칼빈

성경주석 출판위원회 편역 (서울: 성서연구원, 2012), 219.
1

Jaroslav Pelikan, Christian Doctrine and Modern Culture (Since 1700), vol. 5, The Christian

Tradition: A History of the Development of Doctrin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9), 19.

※ 외국어 도서의 경우는 위와 같이 “vol. 5”로 표기한다.
•

단행본이 여러 권수로 나누어 출판된 경우지만 참고한 해당 권 안에 제목(또는
부 제목)이 따로 없는 경우는 인용 페이지 수 앞에 콜론 기호(:)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1

밀라드 J. 에릭슨, 복음주의 조직신학, 신경수 역 (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00),

2:219.
1

Millard J. Erickson, Christian Theology (Grand Rapids, Michigan: Baker Academic, 1998), 2:219.

2.5.1.6 저자가 2명이상인 경우
•

한글도서의 경우 2 명 이상의 저자명 표기는 저자와 저자 사이에 ‘콤마 부호’(,)를
삽입한다. 예: 장대익, 신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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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명의 저자까지는 다 기록하며, 4 명부터는 대표 1 인의 이름만 기록한 후
‘…외…인’이라고 표기한다. 예: 홍길동 외 3 인

•

외국어도서일 경우 3 명의 저자까지는 역시 다 기록하며, 4 명부터는 et al.
이라고(And others) 표기한다.

•

외국어도서의 저자가 2 명일 경우 저자 사이에 and 로, 저자가 3 명일 경우 첫
번째와 두 번째 저자 사이에는 ‘콤마 부호’(,)로 두 번째와 세 번째 저자 사이에는
and 로 표기하며, 이름(first name)과 성(family name) 순으로 기입한다.

•

2 명 이상 복수 저자명의 경우 해당 책에 표기된 순으로 기입한다. 굳이 한글명의
경우 가나다 순으로, 외국어명을 ABC 알파벳 순으로 표기하지 않는다.

1

장대익, 신재식, 김윤성, 종교전쟁: 종교에 미래는 있는가 (서울: 사이언스북스, 2009),

1

R. 알버트 몰러 외 4 인, 성경 무오성 논쟁, 제임스 메릭, 스티븐 M. 개릿 편, 방정열

20.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20.
1

Gordon R. Lewis and Bruce A. Demarest, Integrative Theology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2014), 20.
1

Richard J. Plantinga, Thomas R. Thompson, and Matthew D. Lundberg,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Theology: Introduction to Religion, 1st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20.
1

R. Albert Mohler Jr. et al., Five Views on Biblical Inerrancy, ed. J. Merrick, Stephen M. Garrett,

and Stanley N. Gundry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2013), 20.

2.5.1.7 편(편집)자 또는 역(번역)자가 2명이상인 경우
•

3 명의 편∙역자까지는 다 기록하며, 4 명부터는 대표 1 인의 이름만 기록한 후
‘…외…인 편(또는 역)’이라고 표기한다. 예: 홍길동 외 3 인 편, 홍길동 외 3 인 역

•

외국도서일 경우 마찬가지로 3 명의 편∙역자까지는 다 기록하며, 4 명부터는 et al.
이라고 표기한다.

•

저자는 따로 없고 편자와 역자가 모두 있을 경우 편자는 도서명 앞에, 역자는
도서명 뒤에 기록한다.

1

도날드 A. 맥가브란, 교회성장이해, 전재옥, 이요한, 김종일 역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1997), 20.
1

헤르만 셀더하위스 편, 칼빈 핸드북, 김귀탁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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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버크 파슨스 편, 칼빈: 교리∙예배∙삶의 균형을 추구한 사람, 백금산 외 19 인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2).
1

Herman J. Selderhuis, ed., The Calvin Handbook, trans. Henry J. Baron, Judith J. Guder, and

Randi H. Lundell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2009).

2.5.1.8 저자, 편자 및 역자가 모두 있는 경우
•

저∙편∙역자 모두가 있을 때는 저자는 도서명 앞에, 편∙역자는 도서명 뒤에
순서대로 기록한다. 이때 외국도서의 각주표기법도 동일하다.

•

편·역자가 모두 있는 책(단행본) 내의 어떤 한 특정 논문을 표기할 경우 논문의
저자를 논문명 앞에, 편·역자는 도서명 뒤에 기록한다.

1

R. 알버트 몰러 외 4 인, 성경 무오성 논쟁, 제임스 메릭, 스티븐 M. 개릿 편, 방정열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20.
1

아리 바르스, “삼위일체,” 칼빈 핸드북, 헤르만 셀더하위스 편, 김귀탁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3), 20.
1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vol. 2, ed. John T. McNeill, trans. Ford Lewis

Battles (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60), 20.
1

Herman Bavinck, “The Reformer of Faith and Life,” in Essays on Religion, Science, and Society,

rep. ed., ed. John Bolt, trans. Harry Boonstra and Gerrit Sheeres (Grand Rapids, Michigan: Baker
Academic, 2013), 20.

2.5.1.9 연구 단체가 저자 또는 편자인 경우
•

연구 단체, 학교 협회, 출판사 등이 저자인 경우 단체명을 저자명 자리에
표기한다.

1

한국조직신학회 편, 구원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1

경희대학교, 한국사회발전과 정신문화 (서울: 경희대학교출판국, 1974), 112-20.

1

Special Libraries Association, Directory of Business and Financial Services (New York: Special

Libraries Association, 1963), 20.

2.5.1.10 책 제목 안에 저자명이 들어 있는 경우
•

책 제목 안에 저자명이 들어 있는 경우 각주에서는 저자명을 생략하고 바로 책
제목 만을 기록한다. 예: 루이스 벌코프, 벌코프 조직신학, 상권, 서론∙신론∙인간론

•

그러나 참고문헌에서는 저자명이 반복해서 기재되더라도 반드시 책명 앞에
저자명을 표기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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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혹 책 제목 안에 저자명이 삽입되어 있는 경우 따로 편집자가 있을 때가 있다.
이 때 책의 제목 앞에 편자명을 기입해서는 안 된다.

•

그러나 간혹 편집자가 해당 책을 연구한 특별한 경우에는 편자명을 책 앞에
기입할 때도 있다.

벌코프

1

조직신학,

상권,

서론∙신론∙인간론,

권수경,

이상원

역

(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1998), 20.
1

Illumination and Night Glare: The Unfinished Autobiography of Carson McCullers, ed. Carlos L.

Dews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99), 20.

2.5.2 논문집
2.5.2.1 단행본 논문집: 여러 저자의 글을 편집한 책에서 그 일부를 인용할 때
•

단행본 논문집 작성순서는 논문저자 ☞ 논문제목(부제목) ☞ 논문집 편집자명 ☞
도서명(또는 논문집명) ☞ 출판사지명 ☞ 출판사명 ☞ 출판연도 ☞ 페이지 순이다.

•

논문제목 다음의 콤마부호(,)는 겹 따옴표(“ ”) 안에 표기한다.

•

영어로 된 단행본 논문집의 경우 도서명 앞에 in 을 표기하고, 편∙역자가 있을
경우 도서명 뒤에 편자는 trans.라는 약어로, 역자는 ed.라는 약어로 표기한다.

•

단행본 논문집의 논문제목 및 도서제목 표기의 경우 논문명은 겹 따옴표(“ ”)로
도서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1

유해무, “삼위일체론: 동방 신학과 관련하여,” 칼빈 신학과 목회, 한국칼빈학회 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1), 7-31.
1

아리 바르스, “삼위일체,” 칼빈 핸드북, 헤르만 셀더하위스 편, 김귀탁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3), 485-90.
1

Arie Baars, “The Trinity,” in The Calvin Handbook, ed. Herman J. Selderhuis, trans. Henry J.

Baron, Judith J. Guder, and Randi H. Lundell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2009), 245-50.
1

Sinclair B. Ferguson, “The Reformer of Faith and Life,” in John Calvin: A Heart for Devotion

Doctrine & Doxology, ed. Burk Parsons (Lake Mary, FL: Reformation Trust, 2008), 31-43.

2.5.2.2 정기간행 논문집 및 학술지
•

정기간행

논문집(Journals)은

단행본

논문집의

작성법과

비슷하나

편∙역자를

생략하고, 대신에 학술지명 뒤에 권수, 출판연월 등을 표기한다.
•

학술지는 출판 지명과 출판사명의 표기도 생략한다.

•

학술지의 출판연월의 표기는 괄호 안에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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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 페이지 표기 앞의 구두점은 ‘콤마 부호’(,)가 아닌 ‘콜론 부호’(:)이다.

•

외국어의 학술지의 경우 권수의 경우는 아라비아 숫자로만, 호수의 경우에는
“no.”(number)라는 표기 후 해당 숫자를 기입한다.

•

그 경우 권수와 호수 사이에 콤마 부호(,)를 기입한다.

1

류응렬, “강해설교 전개형식의 기초와 방법론,” 신학지남 통권 288 호 (2006 년 가을호):

7-48.
1

최성렬, “칼빈신학 다시 읽기: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 관점으로,” 한국조직신학논총

제 45 집, 제 2 호 (2016 년 9 월): 217-59.
1

Sung R. Choi, “Re-reading Calvin’s Theology: Through the Viewpoint of Union with Christ

Thought,” Korean Journal of Systematic Theology, no. 45 (September 2016): 217-59.
1

Rahul Kumar, “Reasonable Reasons in Contractualist Moral Argument,” Ethics 114 (October

2003): 6-37.
1

J. Craig Jenkins, David Jacobs, and Jon Agnone, “Political Opportunities and African-American

Protest, 1948-1997,”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9, no. 2 (September 2003): 277-303.

2.5.2.3 학위논문
•

학위논문(thesis & dissertation)경우 각주 표기는 필자명 ☞ 논문명 ☞ 학위명과
논문유형 ☞ 교육 기관 ☞ 년도 ☞ 인용 페이지 순이다.

•

외국어 학위논문의 경우 간혹 석∙박사 논문을 구분하기 위해서 석사 논문은
“Thesis”로,

박사

논문은

“Dissertation”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다. 어느 것을 취사 선택하던지 간에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

박사 논문을 “Dissertation”으로 표기할 경우 약어인 “diss.”로 기재한다. 최근에는
박사 논문의 경우 diss.를 보다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다.

•

학위명은 약어로 표기한다. 예: ThM, PhD

•

석사논문의 경우 master’s Thesis 로 표기하기도 한다.

1

현요한, “깔뱅의 교회론: 성령과 교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신학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1986), 18-25.
1

한성진,

“어거스틴과

칼빈:

칼빈의

작품들

안에

드러난

어거스틴

신학”

(철학박사학위논문, 스텔렌보쉬대학교, 2003), 7-48.
1

William B. Evans, “Union with the Second Adam” (ThM Thesis,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1986), 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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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inhardt Stander, “A Promised Presence: A Systematic Theological Inquiry into the Theodicy

Question in the Thought of Jürgen Moltmann and Paul S. Fiddes” (master’s Thesis, Stellenbosch
University, 2018), 15-7.
1

Sung-Jin Han, “Augustine and Calvin: The Use of Augustine in Calvin’s Writings” (PhD diss.,

Stellenbosch University, 2003), 7-48.

2.5.2.4 논문을 반복 인용할 경우
•

•

같은 저자의 같은 논문을 바로 다음에서 인용할 때(ibidem = in the same place)

2

위의 논문.

2

Ibid.

2

위의 논문, 16.

2

Ibid., 16.

다른 책들을 인용한 후, 앞에서 인용한 같은 저자의 같은 논문을 다시 인용할 때

5

한성진, “어거스틴과 칼빈,” 43.

5

Han, “Augustine and Calvin,” 43.

2.5.3 고전
•

유명한 고전의 각주 표기는 자세한 출판 정보들을 생략하고 약식으로 기록한다.

1

칼빈, 기독교강요, 3.1.1.

1

Calvin, Institutes, 3.1.1.

※ 숫자 3.1.1.은 기독교강요의 제 3 권 1 장 1 절을 의미한다. 해당 고전의
번역서가 다양하게 많을 경우는 처음 인용 할 때에만 해당 책 전체의 정보를
정식으로 각주로 기입한 후, 그 다음부터의 인용은 약식으로 기록할 것임을
알린다.
•

석·박사 학위논문의 경우 같은 저자의 유명한 고전들을 다수 인용할 경우
저자명을 비롯한 자세한 출판 정보들을 생략하고 보다 더 약식으로 각주를
표기한다.

1
1

기독교강요, 3.1.1.
칼빈성경주석, 갈 2:20.

1

Institutes, 3.1.1.

1

Comm. on Gal. 2:20.

※ 그 외 유명한 고전의 각주 기록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약식 표기법을
따른다.
•

다수의 고전들의 각주를 약식으로 표기할 경우 반드시 목차(Table of Contents) 뒤에
약어표(List of Abbreviations)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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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사전
2.5.4.1 저자명이 없고 유명 사전일 경우
•

주요 사전과 백과 사전 등의 참고 자료들은 각주로 인용출처만 밝히고, 참고문헌

목록에는 일반적으로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럼에도 논문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빈번하게 인용하는 특정 사전이 있다면 참고문헌 목록에 포함시켜도 된다.
•

주요 사전의 각주 표기는 사전명, 권 또는 판 번호, 인용 항목 등은 표기하나

출판정보를 생략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유명하지 않은 사전은 각주와 참고문헌에서
출판정보를 밝힌다.
•

저자명이 없고 유명 사전일 경우의 참고문헌 표기는 사전명 ☞ 권수 ☞ 출판년도
☞ “인용 항목 주제” 순이다. 인용항목의 주제는 출판년도 뒤에 페이지 대신으로

표기하되, 인용항목이 하나

또는

둘

이상일

때는

그

모두를

표기한

후

“항목”이라고 기재한다.
•

영문 사전의 경우 알파벳 순으로 배열된 사전이면 인용 항목이 하나일 때 s.v.(sub
verbo: ~라는 단어를 보라)으로, 인용 항목이 둘 이상 일 때 s.vv.라고 복수형으로
표기한 후, 권수나 페이지 번호가 아닌 인용 항목을 사전명 뒤에서 밝힌다.

1

기독교대백과사전, 7 권 (1984), “주기철” 항목.

1

기독교대백과사전, 7 권 (1984), “주기철,” “평양신학교” 항목.

1

Encyclopedia Britannica, 15th ed., s.v. “Salvation.”

1

Encyclopedia Britannica, 15th ed., s.vv. “Salvation,” “Soteriology.”

2.5.4.2 저자명이 있고 유명 사전이 아닌 경우
•

유명하지 않은 사전은 각주와 참고문헌 모두에서 출판정보를 상세히 밝힌다.

•

유명하지 않은 사전의 각주 표기의 경우 페이지 표기 대신에 인용한 항목의
주제를 겹따옴표(“ ”)로 표기한다. 그 후 ‘항목’이라는 단어를 기재한다.

1

싱클레어 퍼거슨, 데이비드 라이트, J. I. 패커, 아가페 신학사전, 이길상 외 3 인 역

(서울: 아가페출판사, 2001), “십자가의 신학,” “루터” 항목.
1

Sinclair B. Ferguson and David F. Wright, New Dictionary of Theology (Downers Grove, IL: IVP

Academic, 1988), s.vv. “Luther, Martin,” “cross, theology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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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신문(Newspaper)
•

신문의 경우 기자명 ☞ 기사제목 ☞ 신문 이름 ☞ 발행일자 ☞ 페이지 순으로
표기한다.

1

장동현, “백인학생 공립학교 기피 심각,” 호주동아, 2008 년 3 월 11 일자, 1.

1

Nathaniel Rich, “The Preacher and the Sheriff,” New York Times, February 12, 2017, 29.

2.5.6 잡지(Magazine)
•

잡지의 경우 필자명 ☞ 글제목 ☞ 잡지 이름 ☞ 발행년월 ☞ 페이지 순으로
표기한다.

1

민보은, “한국 사역 32 년은 도전, 눈물, 기쁨, 풍요로움의 시간(하),” 크리스찬리뷰,

2018 년 1 월호, 62-5.
1

Mark Schapiro, “New Power for Old Europe,” The Nation, December 27, 2004, 12-3.

2.5.7 인터넷 자료
•

인터넷 자료의 경우 인용법에 따라 그 사용이 가능하지만, 연구자 또는 저자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료는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다.

•

인터넷 자료는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자료의 학문성과 신뢰도가 현격히 떨어지는
이유로 반드시 지도교수의 허락과 안내 아래에 인용해야 한다.

•

한편 인터넷 자료를 인용할 경우 종종 그 주소가 바뀌거나 폐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능한 많은 정보를 포함시킨다.

•

다른 자료들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인터넷 자료는 출처를 완전하게 밝혀야만
인용자료로 인정 받을 수 있다. 불분명하게 그 출처를 제시할 경우 인용자료로
인정 받을 수 없다. 위키피디아(wikipedia)는 참고자료로 인정하지 않는다.

•

웹사이트 주소(URL)의 밑에 줄이 그어지거나, 파란색으로 표기되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한다.

2.5.7.1 일반 인터넷 자료
•

일반 인터넷 자료 작성순서는 필자명 ☞ 글의 제목 ☞ 해당 글의 홈페이지 이름
☞ 웹사이트 주소 전체(URL) ☞ 인용자의 접속 날짜 순이다.

•

필자가 없을 경우는 인터넷 사이트 주인의 이름을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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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존 플라벨,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생명을 나누는 신비한, 영원한 연합이다,” 청교도

아카데미, http://cafe.daum.net/psc-k/8RU4/484
1

(2018. 1. 22 접속).

Evanston Public Library Board of Trustees, “Evanston Public Library Strategic Plan, 2000-2001:

A Decade of Outreach,” Evanston Public Library, http://www.ept.org/library/strategic-plan-00.html
(accessed June 1, 2005).

2.5.7.2 블로그 자료
•

인터넷 블로그 자료의 경우 기록된 날짜(게시 일자)를 각주에서만 인용하고,
참고문헌에서는

생략한다.

그러나

논증에서

중요하거나

자주

인용된다면

참고문헌에서도 게시 일자를 기입할 수 있다.
•

인터넷 블로그 자료 작성순서는 저자 ☞ 글의 제목 ☞ 해당 글의 블로그 이름 ☞
기록된 날짜(게시 일자) ☞ 웹사이트 주소 전체(URL) ☞ 인용자의 접속 날짜
순이다.

1

배본철,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령 사역의 본질(38),” 기독교 보도, 2017. 7. 30 게시,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heonseok84&logNo=221063038271 (2018. 1. 22 접속).
1

Gary Becker, “The New American Dilemma: Illegal Immigration,” The Becker-Posner Blog,

entry posted March 6, 2006, http://www.becker-posner-blog.com/archives/2006/the_new_ameryca.html
(accessed March 28, 2006).

2.5.7.3 온라인 책(E-book)
•

온라인 책(E-book)은 일반 종이 책의 인용출처 표기방식을 따른다.

•

다만 일반 도서 표기법 외에 웹사이트 주소(URL)와 접속일자를 추가로 표기한다.
1

곽미숙,

삼위일체론 전통과 실천적 삶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3), 15-25,

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
08951111471&orderClick=LAN&Kc= (2018. 1. 22 접속).
1

2014),

Daniel L. Migliore, Faith Seeking Understanding, 3rd ed.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195-211,

https://www.amazon.com/Faith-Seeking-Understanding-Introduction-Christian-

ebook/dp/B00LPTXPLG/ref=mt_kindle?_encoding=UTF8&me= (accessed March 28, 2006).

2.5.7.4 웹사이트 주소(URL)의 행갈이
•

웹사이트 주소(URL)는 가급적이면 그 중간에서 행을 바꾸지 않는다. 부득이 하게
행을 바꿀 경우 빗금(또는 두 줄 빗금) 뒤에서 한다.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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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becker-posner-blog.com/archives/2006/the_new_ameryca.html
http://www.becker-posner-blog.com/
archives/2006/the_new_ameryca.html
http://www.becker-posner-blog.com/archives/2006/
the_new_ameryca.html

2.5.8 기타 미간행 참고 자료
2.5.8.1 강의와 강의안
•

강의는 페이지 수를 생략하나, 강의안은 페이지 수도 표기한다.

•

강의안(또는 강의)은 강의자명 ☞ 교과목: 강의제목 ☞ 강의안 ☞ 학교나
기관이름 ☞ 지명 ☞ 강의 일자 ☞ 페이지 순으로 표기한다.

•

설교나 강연도 강의와 같은 각주 표기법을 따른다.

1

권다윗, “다문화 신학: 호주 한인 디아스포라” (강의, 알파크루시스대학, 시드니,

2015 년 9 월 27 일).
1

최성렬,

“삼위일체론:

삼위일체

하나님

각

위격의

개별적

고찰”

(강의안,

알파크루시스대학, 시드니, 2017 년 10 월 20 일), 5-6.
1

Sung R. Choi, “Trinity: The Consideration Regarding Three Persons of the Trinity,” (Lecture,

Alphacrucis College, Sydney, October 20, 2017), 5-6.

2.5.8.2 미간행 소논문
•

미간행 에세이(essay)는 필자명 ☞ 에세이 제목 ☞ 논문종류 ☞ 학교나 기관이름
☞ 지명 ☞ 에세이 제출일자 ☞ 페이지 순으로 표기한다.

1

최성렬, “토렌스의 신학과 이민 목회” (에세이, 웨슬리신학대학, 시드니, 2008 년 11 월

11 일), 3-11.
1

Sung R. Choi, “Thomas F. Torrance’s Theology and Migration Theology” (Essay, Wesley Institute,

Sydney, November 11, 2008), 3-11.

2.5.8.3 시디롬(CD-ROM)
•

시디롬과

디비디롬(DVD-ROM)으로

발행된

자료는

책의

인용

방식에

따라

표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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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xford English Dictionary, 2nd ed. CD-ROM, version 2.0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2.5.8.4 대담(Interviews)
•

인터뷰의 표기는 피대담자(interviewee) ☞ 대담자(interviewer) ☞ 대담 장소 ☞
대담 일자 순으로 표기한다.

•

인터뷰는 피대담자의 이름을 밝힐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 표기할 수
있다.

•

인터뷰는 각주에서는 출처를 밝히지만, 참고문헌 안에는 표기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특정 인터뷰 내용이 논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인용한 특별한
경우에는 참고 문헌 안에도 포함시킨다.

1

김명용, 대담자 최성렬, 시드니, 2008 년 11 월 11 일.

1

한국신학자, 대담자 최성렬, 시드니, 2008 년 11 월 11 일.

1

Interview with a Korean theologian, interview by Sung R. Choi, Sydney, November 11, 2008.

2.6 각주 내 참고자료의 페이지 번호 표기법
•

하나의 페이지만 인용한 때는 해당페이지만 기록하면 된다. 예: 105.

1

•

문병호, 기독론: 중보자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6), 105.

인용한

페이지

수가

‘일

단위’(1~9 pages)

이내일

경우,

뒤

페이지번호는

해당페이지들의 마지막 번호만 기록하면 된다. 예: 1-9, 22-6, 325-8, 1001-7.
1

•

문병호, 기독론: 중보자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6), 325-8.

인용한 페이지 수가 ‘십 단위’(1~99 pages) 이내일 경우, 뒤 페이지번호는
해당페이지들의 십 단위 번호만 기록하면 된다. 예: 1-15, 35-41, 213-34, 1054-78.

1

•

문병호, 기독론: 중보자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6), 213-34.

인용한 페이지 수가 ‘백 단위’(1~999 pages) 이내일 경우, 뒤 페이지번호는
해당페이지들의 백 단위 번호만 기록하면 된다. 예: 9-101, 89-105, 295-303, 1187-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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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병호, 기독론: 중보자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6), 1187-202.

2.7 내용주와 각주의 동시 표기법
•

내용주와 각주를 동시에 표기할 때는 내용주를 먼저 기록한 후 각주 표기를
하거나, 아니면 내용주 안에 각주를 넣어 표기하기도 한다.

•

경우에 따라서는 각주를 먼저 표기한 후, 내용주(논평 또는 해석)를 그 후에
기입하기도 한다.

•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다. 어떤 표기방법을 선택하던지 간에 일관성을 유지하면
된다.

1

브루스 데머리스트, 십자가와 구원: 구원론, 이용중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06).

구원의 서정에 대하여 데머리스트는 독특한 구분으로 구원의 전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1

구원의 서정에 대하여 데머리스트는 독특한 구분으로 구원의 전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그의 다음의 저서를 참고하라. 브루스 데머리스트, 십자가와 구원: 구원론, 이용중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06).

1

구원의 서정에 관한 다양한 신학자들의 견해에 대해서는 브루스 데머리스트,

십자가와 구원: 구원론, 이용중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06), 53-63 를 참고하라.

2.8 재인용
•

참고자료 안에서 타인이 이미 인용한 문장을 다시 재인용할 경우 반드시 재인용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재인용의 표기를 하지 않고, 마치 자신의 연구 결과인
것처럼 표기하는 것은 도용과 표절(plagiarism)에 해당된다.
•

재인용 표기는 원자료를 먼저 기록한 후, 그 다음 해당 자료의 출처를 소개하고,
각주 마지막에 “재인용”이란 단어를 표기한다. 영문 각주의 경우는 원자료 뒤에
‘quoted in’ 표기를 한다.

1

Wesley, “Predestination Calmly Considered,” Works, 10: 209-210. 브루스 데머리스트,

십자가와 구원: 구원론, 이용중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06), 151 에서 재인용.
1

Wesley, “Predestination Calmly Considered,” Works, 10: 209-210, quoted in Bruce Demarest, The

Cross and Salvation: The Doctrine of Salvation (Wheaton, Illinois: Crossway Books, 2006),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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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다수의 참고자료 동시인용
•

다수의 참고자료들을 한 각주 안에서 동시에 인용할 경우 세미클론 부호(;)를
사용하여 구분하면 된다.

•

같은 저자의 다른 참고자료를 한 각주 안에서 반복하여 인용 표기를 할 때는 두
번째 저자명 부터는 이름 대신에 idem 으로 표기한다.

1

브루스 데머리스트, 십자가와 구원: 구원론, 이용중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06),

151; 문병호, 기독론: 중보자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6), 213-34;
유해무, “삼위일체론: 동방 신학과 관련하여,” 칼빈 신학과 목회, 한국칼빈학회 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1), 7-31.
1

Bruce Demarest, The Cross and Salvation: The Doctrine of Salvation (Wheaton, Illinois:

Crossway Books, 2006), 31-43; Sinclair B. Ferguson, “The Reformer of Faith and Life,” in John Calvin:
A Heart for Devotion Doctrine & Doxology, ed. Burk Parsons (Lake Mary, FL: Reformation Trust, 2008),
31-43; idem, Devoted to God: Blueprints for Sanctification (Edinburgh: Banner of Truth, 2016).

3 참고문헌 작성법
3.1 참고문헌의 작성방법
•

참고문헌(Bibliography)은 논문의 결론 다음에 다른 페이지를 이용하여 따로
기입한다.

•

성경을 제외한 논문 안에서 참조한 모든 자료들은 참고문헌으로 표기해야 한다.
논문내용과 연관은 있지만 그러나 읽지 않았거나 논문 안에서 인용하지 않은
자료는 표기하지 않는다.

•

참고문헌과 각주의 표기방법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참고문헌을 표기할 때는
각주와 달리 그 앞에 번호나 기호 등은 붙이지 않는다.

•

참고문헌 안에서는 각주와는 다르게 저자명, 책명, 편∙역자 명, 출판정보 등의
뒤에 콤마 부호(,) 대신에 마침표(.)를 찍는다.

•

각주에서 출판 정보를 표기할 때 사용한 괄호기호 ‘()’를 참고문헌 안에서는

표기하지 않는다.
•

참고 문헌의 제목과 첫 참고자료의 항목 사이에 두 줄(double spaces)를 둔다.

•

참고문헌의 서체와 글자크기의 경우 한글논문은 바탕체(Batang), 11 points(sizes)이며,
외국어논문은 Times New Roman, 12 points(sizes)이다. 외국어 참고자료일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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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논문 안에서는 11 points 를 적용한다. 글씨체는 외국어일 경우 Times New
Roman 이다.
•

행 정렬의 경우 ‘양쪽 맞춤’(Justify)이며, 상∙하 줄 간격은 1.5 lines 이다.

•

일반 학문에서는 참고목록의 각 항목과 항목 사이에 한 줄을 비우기도 하나,

신학계에서는 대체적으로 행 간격에 공백을 두지 않는다.
•

같은 저자의 여러 다른 자료들을 인용했을 때는 두 번째 참고문헌 표기부터
저자의 이름을 약식인 밑줄(______.)로 표기를 대신하며, 자료명의 가나다 순 또는
알파벳 순으로 기록한다.

•

저자명의 약식인 밑줄 표기(______.)의 길이는 1 Tab 이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다.
저자명의 밑줄 길이가 항상 일정한 상태로 유지해야만 한다.

•

참고문헌 문장의 길이가 두 줄 이상일 경우, 두 번째 줄부터는 1 Tab 을 들여

쓴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다. 두 번째 줄부터의 ‘들여 쓰기’ 위치와 저자명의
밑줄 길이(______.)가 항상 일정한 상태로 유지해야만 한다.
•

같은 한 외국인 저자의 이름이 다르게 한글로 음역이 된 후, 그의 다수의 책이
인용된 경우 역시도 ‘______.’로 표기한다. 예: 존 칼빈, 죤 칼빈, 요한 칼뱅 등.
* 참고문헌 표기의 실제적인 예는 “3.3 참고문헌의 작성순서”를 참고하라.

3.2 참고문헌 표기의 대표적인 예
3.2.1 단행본
3.2.1.1 일반서적의 경우
•

각주와 다르게 저자명 뒤에 마침표(Period)인 구두점(.)을 넣고, 출판사항 표기는
괄호를 생략한 상태로 기록한다.

•

번역서와 영문도서의 외국인 저자명을 기록할 때는 각주와는 반대로 성(family
name)을 먼저 쓰고, 이름(first name)을 뒤에 쓰며 그 사이를 콤마부호로 구분한다.
그리고 이름 마지막엔 마침표(.)를 찍는다.

이형일.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 기독론: 초기 교회 고 기독론 형성에 관한 고찰. 서울:
부흥과개혁사, 2006.
데머리스트, 브루스. 십자가와 구원: 구원론. 이용중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06.
Demarest, Bruce. The Cross and Salvation: The Doctrine of Salvation. Wheaton, Illinois: Crossway
Books,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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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2 개정∙재판∙개정3판 등의 경우
•

개정∙재판∙개정 3 판 등과 같은 부차적 사항은 참고도서에 적힌 그대로 도서명 바로
뒤에 표기한다.

•

외국도서의 경우도 위 규정에 준한다.

밀리오리, 다니엘 L. 기독교 조직신학 개론: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개정 3 판. 신옥수,
백충현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Migliore, Daniel L. Faith Seeking Understanding: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Theology. 3rd ed.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2014.

3.2.1.3 단행본이 여러 권수로 나누어 출판된 경우
•

단행본이 여러 권수로 나누어 출판된 경우 참고한 해당 권 안에 제목이 따로

있는 경우는 도서명 뒤에 그 권수를 책에 있는 그대로 표기한 후 해당 권의 책
제목을 기록한다. 예: 제 2 권, 구원론; 상권, 교회론; 제Ⅲ권, 기독론 등.
•

외국도서일 경우 대문자로 시작되는 Vol. 표기를(Volume) 한다.

•

주석(commentaries) 또는 전집(corpus, collected works)의 경우처럼 여러 권수로
나누어 출판된 책도 저자명 ☞ 책명(series 시리즈 책명) ☞ 권수 ☞ 해당 권의 책

제목 ☞ 편·역자명 ☞ 지명 ☞ 출판사명 ☞ 출판연도 순으로 표기한다.
에릭슨, 밀라드 J. 복음주의 조직신학. 하권, 구원론∙교회론∙종말론. 신경수 역. 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00.
칼빈, 존. 성경주석. 제 19 권, 로마서∙빌립보서∙고린도전서·갈라디아서. 제 2 판. 존 칼빈
성경주석 출판위원회 편역. 서울: 성서연구원, 2012.
Pelikan, Jaroslav. Christian Doctrine and Modern Culture (Since 1700). Vol. 5, The Christian Tradition:
A History of the Development of Doctrin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9.
Wesley, John. “The Methodist Societies, The Minutes of Conference.” Vol. 10, The Works of John
Wesley. Edited by Henry D. Rack. Nashville, Tennessee: Abingdon Press, 2011.

※ 외국어 도서의 경우는 위와 같이 “Vol. 5”로 표기한다.
•

단행본이 여러 권수로 나누어 출판된 경우지만 참고한 해당 권 안에 제목이 따로

없는 경우는 해당 권수만을 표기한다.
에릭슨, 밀라드 J. 복음주의 조직신학. 하권. 신경수 역. 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00.
Erickson, Millard J. Christian Theology. Vol. 2. Grand Rapids, Michigan: Baker Academic,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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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4 저자가 2명이상인 경우
•

참고문헌

안에서는

각주와는

다르게

아무리

많은

저자가

있더라도

모두

표기해야만 한다. “홍길동 외 5 인”이라는 약식 표기를 참고문헌 안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

다수의 저자가 있을 경우 저자와 저자 사이는 콤마 부호(,)로 구분하고, 마지막
저자명 뒤에는 마침표(.)를 표기한다.

•

외국도서일 경우에도 et al. 이라는(And Others) 표기를 사용하지 않고, 아무리 많은
저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표기해야만 한다.

•

번역서와 외국 도서의 경우 다수의 저자가 있을 때 첫 번째 저자만 성과 이름
순으로

표기하고

그

둘

사이에

콤마

부호(,)를

찍으며,

나머지

저자명은

정상적으로 이름과 성의 순서로 표기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책에서 다수의 저자명을 밝히지 않고 “이길상 외 3 인”
등의 약식으로 표기한 경우가 있다. 이 때만 참고문헌 안에서 저∙편∙역자명을
“…외 …인”의 약식으로 표기할 수 있다.

장대익, 신재식, 김윤성. 종교전쟁: 종교에 미래는 있는가. 서울: 사이언스북스, 2009.
몰러, R. 알버트, 피터 엔즈, 마이클 F. 버드, 케빈 J. 밴후저, 존 R. 프랭키.

성경 무오성

논쟁. 제임스 메릭, 스티븐 M. 개릿 편. 방정열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Moreland, J. P., and William Lane Craig. Philosophical Foundations for a Christian Worldview. Grand
Rapids, Michigan: IVP Academic, 2003.
Plantinga, Richard J., Thomas R. Thompson, and Matthew D. Lundberg.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Theology: Introduction to Religion. 1st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Mohler Jr., R. Albert., Kevin J. Vanhoozer, Michael F. Bird, Peter Enns, and John R. Franke. Five Views
on Biblical Inerrancy. Edited by J. Merrick, Stephen M. Garrett, and Stanley N. Gundry.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2013.

3.2.1.5 편(or 편집)자 또는 역(or 번역)자가 2명이상인 경우
•

편∙역자 역시도 아무리 많은 다수가 있더라도 모두 다 표기해야만 한다. 이 때
이름과 이름 사이에는 콤마 부호(,)를 찍고, 마지막 이름 뒤는 마침표(.)를 찍는다.

•

번역서와 외국도서일 경우 책명 뒤에 오는 편∙역자들은 모두 이름(first name)과
성(family name) 순으로 기록한다.

•

단일 저자는 따로 없고 편자와 역자만 모두 있을 경우는 편자는 도서명 앞에,
역자는 도서명 뒤에 기록한 후 마침표를 표기한다. 외국어의 경우 편자명 앞에는
“Edited by’로, 역자명 앞에는 ‘Translated by’라고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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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도서의 편∙역자명이 저자명을 대신할 경우 이름 뒤에 ed. 또는 trans. 라고
표기한다.

맥가브란, 도날드 A. 교회성장이해. 전재옥, 이요한, 김종일 역.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1997.
셀더하위스, 헤르만 편. 칼빈 핸드북. 김귀탁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3.
파슨스, 버크 편. 칼빈: 교리∙예배∙삶의 균형을 추구한 사람. 백금산, 이성민, 김인추,
신현우, 서종범, 이심주, 김정용, 최원용, 박소양, 정현종, 박승민, 박명규, 채정태,
임범진, 김성곤, 심효섭, 윤종찬, 이주일, 박연미, 최가원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2.
Selderhuis, Herman J. ed. The Calvin Handbook. Translated by Henry J. Baron, Judith J. Guder, and
Randi H. Lundell.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2009.

3.2.1.6 저자, 편자 및 역자가 모두 있는 경우
•

저∙편∙역자 모두가 있을 때는 저자는 도서명 앞에, 편∙역자는 도서명 뒤에
순서대로 기록한다.

•

번역서와 외국도서가 둘 이상의 저자일 경우 첫 번째 저자만 ‘성∙이름’ 순으로
하고, 나머지 저자들은 정상적으로 ‘이름∙성’ 순으로 기록한다.

몰러, R. 알버트, 피터 엔즈, 마이클 F. 버드, 케빈 J. 밴후저, 존 R. 프랭키.

성경 무오성

논쟁. 제임스 메릭, 스티븐 M. 개릿 편. 방정열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Vol. 2. Edited by John T. McNeill. Translated by Ford
Lewis Battles. 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60.
Bavinck, Herman. “The Reformer of Faith and Life.” In Essays on Religion, Science, and Society. 20-45.
Rep. ed. Edited by John Bolt. Translated by Harry Boonstra and Gerrit Sheeres. Grand Rapids,
Michigan: Baker Academic, 2013.
Mohler Jr., R. Albert., Kevin J. Vanhoozer, Michael F. Bird, Peter Enns, and John R. Franke. Five Views
on Biblical Inerrancy. Edited by J. Merrick, Stephen M. Garrett, and Stanley N. Gundry.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2013.

* 외국도서의 경우 도서명 뒤의 편자명 앞에는 대문자로 시작되는 ‘Edited by’
그리고 역자명 앞에는 ‘Translated by’라고 표기한다. 참고문헌 내 번역서와
외국도서 표기를 할 때 도서명 뒤의 외국인 편∙역자의 이름은 각주표기와 같이
이름(first name)과 성(family name) 순으로 기입한다. 다만 저자명은 성(family
name)과 이름(first name) 순으로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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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7 연구 단체가 저자 또는 편자인 경우
•

연구 단체, 학교 협회, 출판사 등이 저자인 경우 단체명을 저자명 자리에
표기한다.
경희대학교. 한국사회발전과 정신문화. 서울: 경희대학교출판국, 1974.
National Commission on Terrorist Attacks upon the United States. The 9/11 Commission Report.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2004.

3.2.1.8 책 제목 안에 저자명이 들어 있는 경우
•

책 제목 안에 저자명이 들어 있는 경우 각주에서는 저자명을 생략하지만,
참고문헌에서는 저자명이 반복해서 기재되더라도 반드시 책명 앞에 저자명을
표기해야만 한다.

•

간혹 책 제목 안에 저자명이 삽입되어 있는 경우 따로 편집자가 있을 때가 있다.
이 때 책의 제목 앞에 편자명을 기입해서는 안 된다.

•

그럼에도 편집자가 해당 책을 연구한 특별한 경우에는 편자명을 책 앞에 기입할
때도 있다.
벌코프, 루이스. 벌코프 조직신학. 상권, 서론∙신론∙인간론. 권수경, 이상원 역. 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1998.
McCullers, Carson. Illumination and Night Glare: The Unfinished Autobiography of Carson McCullers.
Edited by Carlos L. Dews.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99.

3.2.2 논문집
3.2.2.1 단행본 논문집
•

단행본 논문집(여러 저자의 글을 편집한 책)의 경우 참고문헌 표기는 ‘저자명 ☞
논문명 ☞ 도서명 ☞ 편∙역자명 ☞ 지명 ☞ 출판사명 ☞ 출판연도 ☞ 해당논문

전체페이지’ 순이다.
•

각주에서 인용한 단행본 논문집 안의 해당 논문을 참고문헌으로 표기할 경우 그
페이지 표기는 출판 정보 뒤가 아닌, 편∙역자명 뒤에 기록한다. 이럴 경우 해당
저자 논문의 전체 페이지를 표기해야만 한다.

•

단행본 논문집(여러 저자의 글을 편집한 책)의 경우 책명과 편∙역자명 뒤에는
마침표(.)가 아닌 콤마 부호(,)를 삽입하며, 페이지 표기 뒤에는 마침표(.)를 찍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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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어논문집 참고문헌표기를 할 때는 도서명 앞에 대문자로 시작되는 “In”이라는
단어를 기입한다. 이 때는 “edited by”의 표기를 소문자로 시작되는 단어로
기재한다.

•

단행본 논문집의 논문제목 및 도서제목 표기의 경우 논문명은 겹 따옴표(“ ”)로
도서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유해무. “삼위일체론: 동방 신학과 관련하여.” 칼빈 신학과 목회, 한국칼빈학회 편, 7-31.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1.
바르스, 아리. “삼위일체.” 칼빈 핸드북, 헤르만 셀더하위스 편, 김귀탁 역, 485-505.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3.
Baars, Arie. “The Trinity.” In The Calvin Handbook, edited by Herman J. Selderhuis, translated by
Henry J. Baron, Judith J. Guder, and Randi H. Lundell, 245-57.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2009.
Ferguson, Sinclair B. “The Reformer of Faith and Life.” In John Calvin: A Heart for Devotion Doctrine
& Doxology, edited by Burk Parsons, 31-43. Lake Mary, FL: Reformation Trust, 2008.

3.2.2.2 정기간행 논문집 및 학술지
•

학술지(Journals)의 출판연월의 표기는 각주와 마찬가지로 괄호 안에 표기한다.

•

학술지명 뒤의 구두점은 마침표(.)가 아닌 콤마부호(,)를 삽입한다.

•

이때 한글 및 외국어 학술지 모두 인용한 해당논문의 전체페이지를 문장 말미에
표기한다. 페이지 표기 앞의 구두점은 ‘콜론 부호’(:)이다.

류응렬. “강해설교 전개형식의 기초와 방법론.” 신학지남, 통권 288 호 (2006 년 가을호): 7-48.
문병호.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에 따른 성도의 그리스도와의 연합: 기독교강요에 개진된
칼빈의 이해의 고유성.” 개혁논총, 39 권 (2016 년): 27-56.
최성렬. “칼빈신학 다시 읽기: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 관점으로.” 한국조직신학논총,
제 45 집 (2016 년 9 월): 217-59.
Choi, Sung R. “Re-reading Calvin’s Theology: Through the Viewpoint of Union with Christ Thought.”
Korean Journal of Systematic Theology, no. 45 (September 2016): 217-59.
Kumar, Rahul. “Reasonable Reasons in Contractualist Moral Argument.” Ethics 114 (October 2003): 637.
Jenkins, J. Craig, David Jacobs, and Jon Agnone, “Political Opportunities and African-American Protest,
1948-1997,”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9, no. 2 (September 2003): 277-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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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3 학위논문
•

학위논문(thesis & dissertation)경우 참고문헌 표기는 필자명 ☞ 논문명 ☞ 학위명과
논문유형 ☞ 교육 기관 ☞ 년도 순이다.

•

외국어 학위논문의 경우 석∙박사 논문을 구분하기 위해서 석사 논문은 “Thesis”로,
박사 논문은 “Dissertation”으로 표기한다. 박사 논문을 “Dissertation”으로 표기할
경우 약어인 “diss.”로 기재한다. 최근에는 박사 논문의 경우 diss.를 보다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다.

•

학위명은 약어로 표기한다. 예: ThM, PhD

•

석사논문의 경우 Master’s Thesis 로 표기하기도 한다.

현요한.

“깔뱅의

교회론:

성령과

교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신학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1986.
한성진. “어거스틴과 칼빈: 칼빈의 작품들 안에 드러난 어거스틴 신학.” 철학박사학위논문,
스텔렌보쉬대학교, 2003.
Evans, William B. “Union with the Second Adam.” ThM Thesis,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1986.
Stander, Reinhardt. “A Promised Presence: A Systematic Theological Inquiry into the Theodicy Question
in the Thought of Jürgen Moltmann and Paul S. Fiddes.” Master’s Thesis, Stellenbosch
University, 2018.
Han, Sung-Jin. “Augustine and Calvin: The Use of Augustine in Calvin’s Writings.” PhD diss.,
Stellenbosch University, 2003.

3.2.3 고전
•

본문의 각주 안에서 자세한 약식으로 기록하거나, 논문 서두에서 약어표(List of
Abbreviations)를 작성 했을 경우라도, 그 모든 고전의 인용자료들을 참고문헌으로
표기해야만 한다. 이 때 해당 고전의 출판정보들을 상세히 표기한다.

•

한글로 번역된 고전의 경우 일반적인 참고문헌법을 따라 작성한다.

•

그러나 외국어 고전은 경우에 따라 원래 출판년도 역시도 추가로 표기할 때가
있다.

칼빈, 존. 존 칼빈 성경주석. 2 판: 창세기 I∙II. 존 칼빈 성경주석 출판 위원회 편역. 서울:
성서연구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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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vin, John. Calvin’s Tracts and Treatises. Translated by Henry Beveridge, 3 vols. Edinburgh: the
Calvin Translation Society, 1844-1851. Reprint,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58.

3.2.4 사전
3.2.4.1 저자명이 없고 유명 사전일 경우
•

저자명이 없고 유명 사전일 경우 각주로 인용출처만 밝히고, 참고문헌 목록에는
일반적으로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럼에도 논문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빈번하게 인용하는 특정 사전이 있다면 참고문헌 목록에 포함시켜도 된다.

•

한글 사전의 경우 참고문헌 표기는 사전명 ☞ 권수 ☞ 출판년도 ☞ “인용 항목
주제” 순이다. 사전명과 출판년도 뒤의 구두점은 마침표(.)이다.

•

영문 사전의 경우 알파벳 순으로 배열된 사전이면 인용 항목이 하나일 때 S.v.(sub
verbo: ~라는 단어를 보라)으로, 인용 항목이 둘 이상 일 때 S.vv.라고 복수형으로
표기한 후, 권수나 페이지 번호가 아닌 인용 항목을 사전명 뒤에서 밝힌다.

기독교대백과사전. 7 권 (1984). “주기철” 항목.
기독교대백과사전. 7 권 (1984). “주기철,” “평양신학교” 항목.
Encyclopedia Britannica. 15th ed., S.v. “Salvation.”
Encyclopedia Britannica. 15th ed., S.vv. “Salvation,” “Soteriology.”

3.2.4.2 저자명이 있고 유명 사전이 아닌 경우
•

저자명이 있고 유명하지 않은 사전은 각주에서처럼 참고문헌 안에서도 모든

출판정보를 상세히 밝힌다.
•

각주와는 달리 참고문헌의 경우 인용한 항목의 주제 표기는 생략한다.

퍼거슨, 싱클레어, 데이비드 라이트, J. I. 패커, 아가페 신학사전. 이길상 외 3 인 역. 서울:
아가페출판사, 2001.
Ferguson, Sinclair B., and David F. Wright, New Dictionary of Theology. Downers Grove, IL: IVP
Academic, 1988.

3.2.5 신문(Newspaper)
•

신문의 참고문헌 표기의 경우 기자명, 기사제목, 신문 이름, 발행일자 순으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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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현. “백인학생 공립학교 기피 심각.” 호주동아. 2008 년 3 월 11 일자.
Rich, Nathaniel. “The Preacher and the Sheriff.” New York Times. 12 February 2017.

3.2.6 잡지(Magazine)
•

잡지의 참고문헌 표기의 경우 필자명, 글제목, 잡지 이름, 발행년월 순으로
기재한다.

민보은. “한국 사역 32 년은 도전, 눈물, 기쁨, 풍요로움의 시간(하).” 크리스찬리뷰. 2018 년
1 월호.
Schapiro, Mark. “New Power for Old Europe.” The Nation. December 27, 2004.

3.2.7 인터넷 자료
•

인터넷 자료를 참고문헌 안에서 표기할 때 웹사이트 주소(URL)의 밑에 줄이
그어지거나, 파란색으로 표기되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한다.

3.2.7.1 일반 인터넷 자료
•

일반 인터넷 자료의 참고문헌 표기 순서는 필자명 ☞ 글의 제목 ☞ 해당 글의
홈페이지 이름 ☞ 웹사이트 주소 전체(URL) ☞ 인용자의 접속 날짜 순이다. 각
항목 간의 구두점은 마침표(.)이다.

•

웹사이트 주소는 조금도 빠짐 없이 전체 주소(URL)를 정확하게 표기해야만 한다.

플라벨, 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생명을 나누는 신비한, 영원한 연합이다.” 청교도
아카데미. http://cafe.daum.net/psc-k/8RU4/484

(2018. 1. 22 접속).

Evanston Public Library Board of Trustees. “Evanston Public Library Strategic Plan, 2000-2001: A
Decade of Outreach.” Evanston Public Library. http://www.ept.org/library/strategic-plan00.html (accessed June 1, 2005).

3.2.7.2 블로그 자료
•

인터넷 블로그 자료의 경우 기록된 날짜(게시 일자)를 각주에서만 인용하고,
참고문헌에서는

생략한다.

그러나

논증에서

중요하거나

자주

인용된다면

참고문헌에서도 게시 일자를 기입할 수 있다.
•

인터넷 블로그 자료의 참고문헌 작성순서는 저자 ☞ 글의 제목 ☞ 해당 글의
블로그 이름 ☞ 기록된 날짜(게시 일자) ☞ 웹사이트 주소 전체(URL) ☞
인용자의 접속 날짜 순이다. 각 항목 간의 구두점은 마침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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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본철.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령 사역의 본질(38).” 기독교 보도. 2017. 7. 30 게시.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heonseok84&logNo=221063038271 (2018. 1. 22
접속).
Becker, Gary. “The New American Dilemma: Illegal Immigration.” The Becker-Posner Blog, entry
posted

March

6,

2006.

http://www.becker-posner-blog.com/archives/2006/

the_new_ameryca.html (accessed March 28, 2006).

3.2.7.3 온라인 책(E-book)
•

참고문헌 안에서 온라인 책(E-book)의 표기도 각주에서처럼 일반 종이 책의
인용출처 표기방식을 따른다.

•

다만 일반 도서 표기법 외에 웹사이트 주소(URL)와 접속일자를 추가로 표기한다.
각 항목 간의 구두점은 마침표(.)이다.

곽미숙.

삼위일체론

전통과

실천적

삶.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3.

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
code=4808951111471&orderClick=LAN&Kc= (2018. 1. 22 접속).
Migliore, Daniel L. Faith Seeking Understanding. 3rd ed.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2014.
https://www.amazon.com/Faith-Seeking-Understanding-Introduction-Christian-ebook/dp/
B00LPTXPLG/ref=mt_kindle?_encoding=UTF8&me= (accessed March 28, 2006).

3.2.8 기타 미간행 참고문헌 표기법
3.2.8.1 강의와 강의안
•

강의안(또는 강의)의 참고문헌 표기는 강의자명 ☞ 교과목: 강의제목 ☞ 강의안
☞ 학교나 기관이름 ☞ 지명 ☞ 강의 일자 순으로 표기한다.

•

강의자와 강의 내용까지의 구두점은 마침표(.)이고, 강의와 기관명 그리고 지명의
구두점은 쉼표(,)이다.

•

설교(또는 설교문)나 강연(연설문)도 강의와 같은 표기법을 따른다.

권다윗. “호주 한인 디아스포라.” 강의, 알파크루시스대학, 시드니, 2015 년 9 월 27 일.
최성렬. “삼위일체론: 삼위일체 하나님 각 위격의 개별적 고찰.” 강의안, 알파크루시스대학,
시드니, 2017 년 10 월 20 일.
Choi, Sung R. “Trinity: The Consideration Regarding Three Persons of the Trinity.” Lecture, Alphacrucis
College, Sydney, October 2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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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2 미간행 소논문
•

미간행 에세이(essay)는 필자명 ☞ 에세이 제목 ☞ 논문종류 ☞ 학교나 기관이름
☞ 지명 ☞ 에세이 제출일자 순으로 표기한다.

•

이 때 구두점은 필자명과 에세이 제목까지는 마침표(.)이고, 논문 종류와 기관명
그리고 지명까지는 쉼표(,)이다.

최성렬. “토렌스의 신학과 이민 목회.” 에세이, 웨슬리신학대학, 시드니, 2008 년 11 월 11 일.
Choi, Sung R. “Thomas F. Torrance’s Theology and Migration Theology.” Essay, Wesley Institute,
Sydney, November 11, 2008.

3.2.8.3 시디롬(CD-ROM)
•

시디롬과 디비디롬(DVD-ROM)으로 발행된 자료는 책의 참고문헌 표기 방식에
따라 기재하면 된다.

Oxford English Dictionary. 2nd ed. CD-ROM, version 2.0.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3.2.8.4 대담(Interviews)
•

인터뷰는 각주에서는 출처를 밝히지만, 참고문헌 안에는 표기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특정 인터뷰 내용이 논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인용한 특별한
경우에는 참고 문헌 안에도 포함시킨다.

•

이 경우 인터뷰의 참고문헌 표기는 피대담자(interviewee) ☞ 대담자(interviewer) ☞
대담 장소 ☞ 대담 일자 순으로 기재한다. 구두점은 피대담자와 대담자까지는
마침표(.)이고, 지명 뒤에는 쉼표(,)이다.

김명용. 대담자 최성렬. 시드니, 2008 년 11 월 11 일.
Kim, Myung Yong. Interview by Sung R. Choi. Sydney, November 11, 2008.

3.3 참고문헌 목록(Bibliography)의 작성순서
3.3.1 소논문
•

참고문헌 제목과 첫 항목 사이에 줄 간격(행 간)은 더블 스페이스이다.

•

제목의 글씨크기는 14 points 이며, 책 목록은 본문과 같은 11 points 이다.

•

각 항목의 상∙하 줄 간격은 본문과 같은 1.5 lines 이며, 두 번째 줄부터는 1 Tab
들여쓰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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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논문(Essay)의 참고문헌 표기순서는 단순하게 ‘한글자료 ☞ 외국어자료’ 순으로
기록한다.

•

한글자료의 기입순서는 저자명의 가나다 순이며, 외국어자료는 알파벳 순이다.

소논문(essay)의 참고문헌 예
참고 문헌

표제, 바탕, 14 points, 굵게, 왼쪽맞춤, 아래 더블 스페이스
바탕, 11 points(영어논문 12 points), 보통체, 양쪽맞춤, 문장 상하 간격 1.5
lines, 두 번째 줄부터 1 Tab 들여쓰기

권다윗. “호주 한인 디아스포라.” 강의, 알파크루시스대학, 시드니, 2015 년 9 월 27 일.
데머리스트, 브루스. 십자가와 구원: 구원론. 이용중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06.
맥가브란, 도날드 A. 교회성장이해. 전재옥, 이요한, 김종일 역.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1997.
셀더하위스, 헤르만 편. 칼빈 핸드북. 김귀탁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3.
유해무. “삼위일체론: 동방 신학과 관련하여.” 칼빈 신학과 목회, 한국칼빈학회 편, 731.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1.
장대익, 신재식, 김윤성. 종교전쟁: 종교에 미래는 있는가. 서울: 사이언스북스, 2009.
장동현. “백인학생 공립학교 기피 심각.” 호주동아. 2008 년 3 월 11 일자.
최성렬.

“삼위일체론:

삼위일체

하나님

각

위격의

개별적

고찰.”

강의안,

알파크루시스대학, 시드니, 2017 년 10 월 20 일.
______. “칼빈신학 다시 읽기: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 관점으로.” 한국조직신학논총,
제 45 집 (2016. 9): 217-59.
플라벨, 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생명을 나누는 신비한, 영원한 연합이다.” 청교도
아카데미. http://cafe.daum.net/psc-k/8RU4/484 (2018. 1. 22 접속).
한성진.

“어거스틴과

칼빈:

칼빈의

작품들

안에

드러난

어거스틴

신학.”

철학박사학위논문, 스텔렌보쉬대학교, 2003.
Choi, Sung R. “Re-reading Calvin’s Theology: Through the Viewpoint of Union with Christ
Thought.” Korean Journal of Systematic Theology, no. 45 (September 2016): 217-59.
______. “Union with Christ? Re-reading Calvin as Constructive Proposal for Korean Calvin
Reception.” PhD diss., Stellenbosch Universit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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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arest, Bruce. The Cross and Salvation: The Doctrine of Salvation. Wheaton, Illinois: Crossway
Books, 2006.
Ferguson, Sinclair B. “The Reformer of Faith and Life.” In John Calvin: A Heart for Devotion
Doctrine & Doxology, edited by Burk Parsons, 31-43. Lake Mary, FL: Reformation Trust,
2008.
Han, Sung-Jin. “Augustine and Calvin: The Use of Augustine in Calvin’s Writings.” PhD diss.,
Stellenbosch University, 2003.
Mohler Jr., R. Albert., Kevin J. Vanhoozer, Michael F. Bird, Peter Enns, and John R. Franke. Five
Views on Biblical Inerrancy. Edited by J. Merrick, Stephen M. Garrett, and Stanley N.
Gundry.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2013.
Plantinga, Richard J., Thomas R. Thompson, and Matthew D. Lundberg.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Theology: Introduction to Religion. 1st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Selderhuis, Herman J. ed. The Calvin Handbook. Translated by Henry J. Baron, Judith J. Guder,
and Randi H. Lundell.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2009.

3.3.2 석∙박사 학위논문
•

학위논문(Thesis or Dissertation)의 참고문헌 표기순서는 ‘1 차자료(Primary Sources) ☞
2 차자료(Secondary Sources)’ 순이다. 참고문헌 목록이 많을 경우 2 차 자료의
시작은 페이지를 넘겨 새 페이지에서 시작한다. 한글 자료와 외국어 자료의
구분도 마찬가지이다.

•

2

차자료

포함)자료

내의
☞

참고문헌

표기순서는

‘한글(번역∙학술지∙정기간행∙학위논문집

외국어(학술지∙정기간행∙학위논문집

포함)자료

☞

기타자료

(사전∙신문∙인터넷∙강의안∙기타 미간행자료)’ 순으로 기록한다.
•

만약 2 차자료를 참고 자료의 종류별로 구분할 경우 한글과 외국어 모두 단행본
☞

학술지

및

정기간행물

☞

학위

논문집

☞

기타

자료

(사전∙신문∙인터넷∙강의안∙기타 미간행자료) 순으로 표기할 수도 있다.
•

참고문헌의 1∙2 차자료 모두 한글자료일 경우 기입순서는 저자명의 가나다 순이며,
외국어자료는 ABC 알파벳 순이다.

학위논문의 참고문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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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 바탕, 18 points, 굵게, 왼쪽맞춤, 아래 트리플(triple) 스페이스

참고 문헌

1차 자료

부표제, 바탕, 14 points, 굵게, 왼쪽맞춤, 1.5 lines, 아래 싱글 스페이스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ited by John T. McNeill. Translated by Ford
Lewis Battles, 2 vols.,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Series nos. 20-1.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바탕, 11 points(영어논문 12 points), 보통체, 양쪽맞춤, 문장 상하 간격 1.5
lines, 두 번째 줄부터 1 Tab 들여쓰기

______. Calvin’s Tracts and Treatises. Translated by Henry Beveridge, 3 vols. Edinburgh: the
Calvin Translation Society, 1844-1851. Reprint,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58.
______. Johannis Calvini Opera Selecta. Edited by Peter Barth, Wilhelm Niesel, and Dora
Scheuner. 5 vols. Munich: Christian Kaiser, 1926-52.
______. Sermons on the Epistles to Timothy & Titus. Translated by L. T. London, 1579. Reprint,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1983.
______. Sermons on the Epistle to the Ephesians. Translated by Arthur Golding, 1562. Reprint,
Edinburgh: Banner of Truth Trust, 1973.

2차 자료 (한글 자료)

부표제, 바탕, 14 points, 굵게, 왼쪽맞춤, 위 문장과의
행간 더블 스페이스, 아래 싱글 스페이스

김기홍. 논문 작성 이렇게 하라. 개정 증보판. 서울: 시대의 창, 2016.
데머리스트, 브루스. 십자가와 구원: 구원론. 이용중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06.
류응렬. “강해설교 전개형식의 기초와 방법론.” 신학지남, 통권 288 호 (2006 년
가을호): 7-48.
맥가브란, 도날드 A. 교회성장이해. 전재옥, 이요한, 김종일 역.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1997.
몰러, R. 알버트, 피터 엔즈, 마이클 F. 버드, 케빈 J. 밴후저, 존 R. 프랭키.

무오성

논쟁.

제임스

메릭,

스티븐

M.

개릿

편.

방정열

역.

성경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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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부스, 웨인, 그레고리 컬럼, 조셒 윌리엄스, 조셒 비접, 윌리암 피츠제럴드.

논문 작성법. 제 4 판. 양기석, 신순옥 역. 서울: 휴먼싸이언스, 2017.
부스, 웨인, 그레고리 콜럼, 조셉 윌리엄스.

영어논문 바로쓰기. 제 7 판. 강경이 역.

서울: 시대의 창, 2017.
밀리오리, 다니엘 L. 기독교 조직신학 개론: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개정 3 판.
신옥수, 백충현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셀더하위스, 헤르만 편. 칼빈 핸드북. 김귀탁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3.
유해무. “삼위일체론: 동방 신학과 관련하여.” 칼빈 신학과 목회, 한국칼빈학회 편, 731.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1.
임원택. 논문 작성법. 서울: 도서출판 대서, 2015.
최성렬. “칼빈신학 다시 읽기: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 관점으로.” 한국조직신학논총,
제 45 집 (2016. 9): 217-59.
파슨스, 버크 편. 칼빈: 교리∙예배∙삶의 균형을 추구한 사람. 백금산, 이성민, 김인추,
신현우, 서종범, 이심주, 김정용, 최원용, 박소양, 정현종, 박승민, 박명규,
채정태, 임범진, 김성곤, 심효섭, 윤종찬, 이주일, 박연미, 최가원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2.
한성진.

“어거스틴과

칼빈:

칼빈의

작품들

안에

드러난

어거스틴

신학.”

철학박사학위논문, 스텔렌보쉬대학교, 2003.

2차 자료 (외국어 자료)
Bavinck, Herman. “The Reformer of Faith and Life.” In Essays on Religion, Science, and Society.
20-45. Rep. ed. Edited by John Bolt. Translated by Harry Boonstra and Gerrit Sheeres.
Grand Rapids, Michigan: Baker Academic, 2013.
Bradley, James E., and Richard A. Muller. Church History: An Introduction to Research Methods
and Resources. 2nd ed. Grand Rapids, MI: Eerdmans, 2016.
Brecht, Mara, and Reid B. Locklin, eds. Comparative Theology in the Millennial Classroom:
Hybrid Identities, Negotiated Boundaries (Routledge Research in Religion and Education).
Abingdon, Oxford: Routledge, 2017.
Choi, Sung R. “Re-reading Calvin’s Theology: Through the Viewpoint of Union with Christ
Thought.” Korean Journal of Systematic Theology, no. 45 (September 2016): 2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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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 “Union with Christ? Re-reading Calvin as Constructive Proposal for Korean Calvin
Reception.” PhD diss., Stellenbosch University, 2015.
Croucher, Stephen M., and Tina M. Harris, eds. Religion and Communication: An Anthology of
Extensions in Theory, Research, and Method First printing Edition. New York: Peter Lang
Publishing, 2012.
Demarest, Bruce. The Cross and Salvation: The Doctrine of Salvation. Wheaton, Illinois:
Crossway Books, 2006.
Ferguson, Sinclair B. “The Reformer of Faith and Life.” In John Calvin: A Heart for Devotion
Doctrine & Doxology, edited by Burk Parsons, 31-43. Lake Mary, FL: Reformation Trust,
2008.
Han, Sung-Jin. “Augustine and Calvin: The Use of Augustine in Calvin’s Writings.” PhD diss.,
Stellenbosch University, 2003.
Kennard, Douglas W. A Critical Realist’s Theological Method: Returning the Bible and Biblical
Theology to be the Framer for Theology and Science (Center for Origins Research Issues
in Creation). Eugene, Oregon: Wipf & Stock Publishers, 2013.
Kibbe, Michael. From Topic to Thesis: A Guide to Theological Research. Downers Grove, IL: IVP
Academic, 2016.
Mohler Jr., R. Albert., Kevin J. Vanhoozer, Michael F. Bird, Peter Enns, and John R. Franke. Five
Views on Biblical Inerrancy. Edited by J. Merrick, Stephen M. Garrett, and Stanley N.
Gundry.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2013.
Northey, Margot, Bradford A. Anderson, and Joel N. Lohr. Making Sense in Religious Studies: A
Student’s Guide to Research and Writ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Plantinga, Richard J., Thomas R. Thompson, and Matthew D. Lundberg.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Theology: Introduction to Religion. 1st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Selderhuis, Herman J. ed. The Calvin Handbook. Translated by Henry J. Baron, Judith J. Guder,
and Randi H. Lundell.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2009.
Sensing, Tim. Qualitative Research: A Multi-Methods Approach to Projects for Doctor of Ministry
Theses. Eugene, Oregon: Wipf & Stock Publishers, 2011.
Slee, Nicola, and Fran Porter. Researching Female Faith: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Explorations in Practical, Pastoral and Empirical Theology). Abingdon, Oxford:
Routledge, 2017.
Swinton, John, and Harriet Mowat. Practical Theology and Qualitative Research. 2nd ed.
Norwich: Hymns Ancient & Moder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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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abian, Kate L. A Manual for Writers of Research, Papers, Theses, and Dissertations: Chicago
Style for Students and Researchers. 8th ed. Revised by Wayne C. Booth, Gregory G.
Colomb, Joseph M. Williams, and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Editorial Staff. Chicago,
Michiga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3.

기타 자료 (사전∙신문∙인터넷∙강의안∙기타 미간행자료 등)
권다윗. “호주 한인 디아스포라.” 강의, 알파크루시스대학, 시드니, 2015 년 9 월 27 일.
장동현. “백인학생 공립학교 기피 심각.” 호주동아. 2008 년 3 월 11 일자.
퍼거슨, 싱클레어, 데이비드 라이트, J. I. 패커, 아가페 신학사전. 이길상 외 3 인 역.
서울: 아가페출판사, 2001.
플라벨, 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생명을 나누는 신비한, 영원한 연합이다.” 청교도
아카데미. http://cafe.daum.net/psc-k/8RU4/484 (2018. 1. 22 접속).
Ferguson, Sinclair B., and David F. Wright, New Dictionary of Theology. Downers Grove, IL: IVP
Academic, 1988.
Rich, Nathaniel. “The Preacher and the Sheriff.” New York Times. 12 February 2017.

4 그 외 논문작성법
4.1 대표적인 논문 양식 참고 도서
•

본 논문양식 규정 내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 기타 ‘논문양식’ 또는 ‘논문작성법’에
관한 안내는 우선적으로 다음의 두 책을 참고하라:
부스, 웨인, 그레고리 콜럼, 조셉 윌리엄스. A Manual for Writers of Research Papers, Theses, and
Dissertations: Chicago Style for Students and Researchers: 영어논문 바로쓰기(케이트

트레이비언의 시카고 양식). 제 7 판. 강경이 역. 서울: 한영문화사, 2017.
Turabian, Kate L. A Manual for Writers of Research Papers, Theses, and Dissertations: Chicago Style
for Students and Researchers. 8th ed. Revised by Wayne C. Booth, Gregory G. Colomb, Joseph
M. Williams, and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Editorial Staff.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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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그 외 논문 양식 추천 참고 도서
•

본교의 논문 양식과 트레이비언(Turabian)의 논문작성 안내서 안에서 다루지 않는
한글논문과 한국 신학계의 논문작성법에 관한 기타 안내는 다음의 추천 참고
도서들을 참고하라:

김기홍. 논문 작성 이렇게 하라. 개정 증보판. 서울: 시대의 창, 2016.
임원택. 논문작성법. 서울: 도서출판 대서, 2015.
현요한. 장로회신학대학교 표준 논문작성법. 개정판.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6.

•

그 외에도 논문 작성을 위해서 다음의 추천 참고 도서들을 참고하라:

부스, 웨인, 그레고리 컬럼, 조셒 윌리엄스, 조셒 비접, 윌리암 피츠제럴드.

학술 논문

작성법. 제 4 판. 양기석, 신순옥 역. 서울: 휴먼싸이언스, 2017.
Booth, Wayne C., Gregory G. Colomb, Joseph M. Williams, Joseph Bizup, and William T. FitzGerald. A
Manual for Writers of Research Papers, Theses, and Dissertations: Chicago Style for Students
and Researchers. 4th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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