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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영 인사 
 

알파크루시스 대학교 한국어 학부는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한 전문적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복음주의 

명문 기독교대학입니다. 본교에서는 모든 학생이 앞서가는 학문 연구와 실질적인 사역 실습을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교육자원을 지원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학업하게 되는 신학과정(Certificate IV in Ministry, Diploma of Ministry, Advanced Diploma of Ministry), 

교회음악과정(Certificate IV in Music Industry, Diploma of Music Industry), 상담과정(Diploma of Counselling, Graduate 

Diploma of Counselling)은 신학과 사역 현장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구성된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크리스천의 삶의 기본자세를 배우고 나아가 

21 세기의 사역을 능동적으로 펼칠 수 있는 자격과 소양을 갖추게 됩니다. 

각 과정을 수료하신 후에는 본교에서 제공하는 학사(Bachelor of Theology/Ministry), 석사(Master of 

Arts/Theology) 과정을 통해 사역의 전문성과 더 깊은 학문적 연구를 증진해 가실 수 있습니다.    

이 핸드북은 준학사 과정에 필요한 행정 안내와 본교의 교육시스템 활용에 대한 기본사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About Alphacrucis 
 

2.1 Our Story 

1) Australian Christian Churches 

2) Commonwealth Bible College, 1948 

Melbourne, Brisbane, Katoomba 
 

3) Southern Cross College, 1993 

Katoomba, Chester Hill 

Baulkham Hills, Brisbane, Auckland-NZ 
 

4) Alphacrucis College, 2009 

Chester Hill, Parramatta 
 

5) Alphacrucis College, 2018 

Parramatta, Brisbane, Melbourne, Adelaide, Perth, Hobart, Auckland (NZ),  

Global Online 

 

2.2 About us 

• Our Mission 

Equipping Christian leaders to change the world. 
 

• Our Vision 

A global Christian university, transforming neighbourhoods and nations. 
 

• Our Values 

Christ-centred: Committed to the teachings and example of Jesus Christ. 

Excellence: Committed to the pursuit of excellence. 

Integrity: Committed to the highest level of integrity. 

Innovation: Committed to innovation and continuous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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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9 년 Calender 

 

Wk Su Mo Tu We Th Fr Sa Wk Su Mo Tu We Th Fr Sa Wk Su Mo Tu We Th Fr Sa

1 1 2 3 4 5 5 1 2 9 1 2

2 6 7 8 9 10 11 12 6 3 4 5 6 7 8 9 10 3 4 5 6 7 8 9

VET-T1 개강 개강예배

3 13 14 15 16 17 18 19 7 10 11 12 13 14 15 16 11 10 11 12 13 14 15 16

4 20 21 22 23 24 25 26 8 17 18 19 20 21 22 23 12 17 18 19 20 21 22 23

신학포럼

5 27 28 29 30 31 9 24 25 26 27 28 13 24 25 26 27 28 29 30

OT-VET 31 VET-T1 종강

Wk Su Mo Tu We Th Fr Sa Wk Su Mo Tu We Th Fr Sa Wk Su Mo Tu We Th Fr Sa

14 1 2 3 4 5 6 18 1 2 3 4 22 1

VET-T2 개강

15 7 8 9 10 11 12 13 19 5 6 7 8 9 10 11 23 2 3 4 5 6 7 8

VET-T2 종강/종강예배

16 14 15 16 17 18 19 20 20 12 13 14 15 16 17 18 24 9 10 11 12 13 14 15

Mid Semester Break 15-26 Good Friday

17 21 22 23 24 25 26 27 21 19 20 21 22 23 24 25 25 16 17 18 19 20 21 22

ANZAC Day AC 졸업식 VET 성적마감

18 28 29 30 22 26 27 28 29 30 31 26 23 24 25 26 27 28 29

27 30

Wk Su Mo Tu We Th Fr Sa Wk Su Mo Tu We Th Fr Sa Wk Su Mo Tu We Th Fr Sa

27 1 2 3 4 5 6 31 1 2 3 36 1 2 3 4 5 6 7

28 7 8 9 10 11 12 13 32 4 5 6 7 8 9 10 37 8 9 10 11 12 13 14

VET-T3 개강/개강예배

29 14 15 16 17 18 19 20 33 11 12 13 14 15 16 17 38 15 16 17 18 19 20 21

30 21 22 23 24 25 26 27 34 18 19 20 21 22 23 24 39 22 23 24 25 26 27 28

31 28 29 30 31 35 25 26 27 28 29 30 31 40 29 30

OT-VET Mid Semester Break 9/30 - 10/18

Wk Su Mo Tu We Th Fr Sa Wk Su Mo Tu We Th Fr Sa Wk Su Mo Tu We Th Fr Sa

40 1 2 3 4 5 44 1 2 49 1 2 3 4 5 6 7

Mid Semester Break 9/30 - 10/18 VET-T4 종강

41 6 7 8 9 10 11 12 45 3 4 5 6 7 8 9 50 8 9 10 11 12 13 14
VET 성적마감

42 13 14 15 16 17 18 19 46 10 11 12 13 14 15 16 51 15 16 17 18 19 20 21

VET수강신청/종강예배

43 20 21 22 23 24 25 26 47 17 18 19 20 21 22 23 52 22 23 24 25 26 27 28

44 27 28 29 30 31 48 24 25 26 27 28 29 30 1 29 30 31

June

January February March

* 상기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VET-T4 개강

July August

October November

VET 수강신청

음악과 졸업연주회

VET-T3종강/Korean Camp

April May

September

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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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신학과 1 학기 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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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교회음악과 1 학기 Term1 시간표  

 

3.3 상담과 1 학기 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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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정 및 과목 안내 

4.1 목회학 과정 (VET Ministry Courses) 

 1) VET Ministry 과정은 아래와 같이 과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 Course 및 과목 (units) 

Certificate IV in Ministry (10647NAT) 

Semester 1 Semester 2 

Effectively Communicate the Principles of the Old 
Testament (MINBIB401) 

Effectively communicate the principles of the New 
Testament (MINBIB402)   

Acquire Leadership Skills (LEDLED501) Understand and develop a worldview (LEDWLD501) 

Investigate and apply Christian theology (MINTHE401) Plan for the provision of pastoral and spiritual care 
(CHCPAS001) 

Develop Spiritual Disciplines for Christian Living 
(MINDIS401) 

Participate in Christian Ministry (MINPAS401) 

Work in a Ministry Team (MINPAS402) Contribute to health and safety of self and others 
(BSBWHS201) 

  

Diploma of Ministry (10648NAT) 

Semester 1 Semester 2 

Investigate and interpret the message of a Old 
Testament book (MINBIB502) 

Investigate and interpret the message of a New Testament 
book (MINBIB503) 

Apply Christian Ethical Principles (MINTHE501) Investigate and apply a Pentecostal worldview 
(MINWLD502) 

Deliver a Public Speech (LEDCOM501) Promote the empowerment of women using the Bible 
(MINPAS502) 

Apply effective evangelism principles (MINPAS403) Support ministry to children or young people (MINCHY401) 

Implement and evaluate a ministry activity 
(MINPAS501) 

Implement principles of church development (MINCPG502) 

Provide pastoral and spiritual care (CHCPAS002) Investigate and interpret biblical data (MINBIB501) 

  

Advanced Diploma of Ministry (10649NAT) 

Semester 1 Semester 2 

Apply Lessons of Church History (MINHIS601) Research and critique the relevance of the doctrine of Christ 
(MINTHE601) 

Research and teach the theme of an Old Testament 
(MINBIB602) 

Provide workplace mentoring (PSPGEN35) 

Research and critique the relevance of the Trinity 
(MINTHE602) 

Research and teach the theme of an New Testament 
(MINBIB603) 

Develop Skills in Cross Cultural Ministry (MINCCM501) Lead ministry teams in a church (MINPAS601) 

Research and interpret biblical data (MINBIB601) Support people to improve relationship (CHCFAM003) 

Design, implement and evaluate a ministry program 

(MINPAS602) 
Maintain work health and safety (HLTWHS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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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교회음악 과정  

Certificate IV in Music Industry (CUA40915) 

 1 학기 

Core BSBSMB301 Investigate micro-business opportunities 소규모 산업 

Core BSBCRT401  Articulate, present and debate ideas  발표와 토론 

Group A CUAMCP401 Develop techniques for arranging music 편곡 

Group A CUAMCP402 Develop techniques for composing music 작곡 

Group A CUAMPF305 Develop improvisation skills 즉흥연주 

Group A CUAMPF401 Rehearse music for group performances 리허설 

Group A 
CUAMPF407 or 
CUAMPF405 

Develop vocal techniques or 
Develop instrumental techniques 

전공실기 

2 학기 

Core BSBIPR401 Use and respect copyright 저작권 

Core CUAWHS302 Apply work health and safety practices 작업장안전 

Group A CUAMLT302A Apply knowledge of style and genre to music industry practice 장르 

Group A CUAMLT301 Develop and apply aural perception skills 청음 

Group A CUAMLT401 Notate music for realisation in music performance and industry practice 연주를 위한 사보 

Group A CUAMPF410 Perform music from written notation 악보로 연주 

Group A CUAMPF404 Perform music as part of a group 그룹연주 

 

Diploma of Music Industry (CUA50815) 

1 학기 

Core BSBCRT501 Originate and develop concept 개념발전 

Core CUAPPR505 Establish and maintain safe creative practice 작업장 안전 

Group A CUAMCP401 Develop techniques for arranging music 편곡 

Group A CUAMCP402 Develop techniques for composing music 작곡 

Group A CUAMPF507 Provide musical leadership in performance 연주리더십 

Group A CUAMPF401 Rehearse music for group performances 리허설 

Group A CUAMPF504 Perform improvisation for Audience 즉흥연주 2 

Group A CUAMPF408 Develop performance techniques on a second instrument 부전공 

2 학기 

Core CUACMP501 Manage copyright arrangements 저작권 2 

Core CUAIND402 Provide freelance service 프리랜스 

OUT CUAMLT401 Notate music for realisation in music performance and industry practice 연주를 위한 사보 

Group A CUAMLT501 Refine aural perception skills 청음 2 

Group A CUAMCP501 Compose music using electronic media 미디 2 

Group D CUAMPF404 Perform music as part of a group 그룹연주 

Group A CUAMPF501 Prepare a program for performance 연주프로그램 준비 

Group A CUAMPF505 Develop technical skills and expend repertoire 레퍼토리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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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상담 과정  

Diploma of Counselling (CHC51015)        
 

1 학기 2 학기 3 학기 

CHCCSL001 
Establish and confirm 
the counselling 
relationship 

CHCCCS019 
Recognise and respond 
to crisis situations  

CHCCSM005 
Develop, facilitate and 
review all aspects of 
case management 

CHCCSL002 

Apply specialist 
interpersonal and 
counselling interview 
skills  

CHCCSL006 
Select and use 
counselling therapies  

CHCDIV002 
Promote Aboriginal 
and/or Torres Strait 
Islander cultural safety 

CHCCSL004 
Research and apply 
personality and 
development theories 

CHCCCS014 
Provide brief 
interventions 

CHCCCS017 
Provide loss and grief 
support 

CHCCSL003 

Facilitate the 
counselling 
relationship and 
process 

CHCCSL007 
Support counselling 
clients in decision-
making processes 

CHCPRP003 
Reflect on and improve 
own professional 
practice 

CHCCSL005 
Apply learning theories 
in counselling 

CHCDIV001 
Work with diverse 
people  

CHCMHS001 
Work with people with 
mental health issues 

CHCLEG001 
Work legally and 
ethically 

CHCCCS018 
Provide suicide 
bereavement support 

  

 
Graduate Diploma of Relationship Counselling (CHC81015) 
 

1 학기  2 학기  

CHCDFV008 
Manage responses to domestic and family 
violence in family work 

CHCPRP007 Work within a clinical supervision framework 

CHCDFV013 
Manage domestic and family violence and 
abuse screening and risk assessment 
processes 

CHCCCS003 
Increase the safety of individuals at risk of 
suicide 

CHCFCS001 Facilitate the family counselling process CHCFAM007 
Assist clients to develop parenting 
arrangements 

CHCFCS002 Provide relationship counselling CHCFCS004 Provide grief and loss counselling 

CHCFCS003 
Provide counselling to children and young 
people 

CHCGRP005 Plan and provide group counselling 

  HLTAHW049 
Work effectively in social and emotional 
wellbeing 

 
 

5 2019 년 학비 Fee schedule 
 

Application Fee: $100.00 (inc. GST) 학생비자 소유자 신청자만 환불불가 
 

Course 한 학기 전체 과정 

Ministry 

Certificate IV in Ministry $ 3100.00  (5 units) $ 6200.00  (10 units) 

Diploma of Ministry $ 3720.00  (6 units) $ 7440.00  (12 units) 

Advanced Diploma of Ministry $ 4320.00  (6 units) $ 8640.00  (12 units) 

Music 
Certificate IV in Music Industry $ 3850.00  (7 units) $ 7700.00  (14 units) 

Diploma of Music Industry $ 4320.00 (6 units) $ 7920.00  (11 units) 

Counselling 
Diploma of Counselling $ 3420.00  (6 units) $ 9690.00  (17 units) 

Graduate Diploma of Relationship Counselling $ 3550.00 (5 units) $ 7810.00  (11 units) 

Bachelor Bachelor of Theology/Ministry(Worship) $ 6000.00 (4 subjects) 
$ 18000.00 (12 subjects) 

$ 24000.00 (16 subjects) 

* 2019 년 적용 International Fees 입니다.  

All fees are in Australian Dollars excluding GST. This schedule is the current fee schedule as of Octo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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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코스등록 및 행정 관리 

6.1 코스 등록 및 과목 변경 Changing Study Programs and Courses  

코스를 변경하거나(예, 준학사과정에서 학사과정으로) 등록된 과목을 변경할 경우 ‘Variation of enrolment form 

(수강신청 변경 양식)’ 을 작성하여 사무실에 제출하십시오.  

등록 이후 학기가 시작하고 첫째 주 안에 과목을 변경할 시엔 Penalty 가 부과되지 않으나 둘째 주부터는 과목변경 시 한 

과목당 $200 의 Penalty 가 부과되며 학기 시작 후 14 일 후엔 변경할 수 없습니다. 

6.2 휴학 및 취소 Withdrawal 

International student: 이민성에서 학생비자 거절로 인한 학비는 환급되지만 $100 의 행정비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유로 학업을 취소할 경우에는 최소 개강 1 일 전에 본교에 Withdrawal form 을 제출해야만 

학비의 25% (cancellation fee)와 $100 의 행정비를 제외한 학비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수강 신청 

마감일 이전에 학업을 취소할 경우 성적에 영향이 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취소할 경우엔 모든 과목에 

‘F(낙제)’ 점수를 받게 됩니다. 

Domestic student: 수강 신청 마감일 이전에 학업을 취소할 경우 성적에 영향이 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취소할 경우엔 모든 과목에 ‘F(낙제)’ 점수를 받게 됩니다. 

6.3 학비 Tuition 

학비를 납부하지 않고 수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학기의 지정된 날짜 후에도 학생의 학비가 납부되지 않았거나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학생은 자동으로 납부되지 않은 과목에 대해 ‘F(낙제)’ 점수를 받게 됩니다. 학생은 

학비 납부가 불가능하다면 낙제점수를 받기 전에 지정된 날짜 전에 과목을 취소하거나 사무실에 문의하십시오. 

6.4 학업발달 유지 Study Progress 

각 과목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받아 학생들은 학업의 발전을 기해야 합니다. 주어진 과제 (혹은 시험)들을 수행하되 

각 과제/시험마다 80 점이상(Competent)을 받아야 합니다. 평가 기준 미달 시 Not Yet Competent 를 받게 되며, 

계속 과제 미제출 시에는 Intervention 절차에 따라 과제당 추가 평가를 위한 비용을 지불하고 미제출분을 

완성해야 합니다. ‘과제 미제출과 추후 제출’이 연속 2 학기 동안 지속될 경우 교육부 해당 기관(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에 보고되어 그 결정(예, 본국 귀환)을 따르게 됩니다.  

6.5 출석 Attendance 

수업 출석률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재학생은 개인적으로 수업 출석률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모든  

학생들의 수업 출석률은 80% 이상입니다. 출석률이 80%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 해당 과목은 자동 낙제 Fail (F) 

처리됩니다. 

6.6 학생변동사항 

2012 년 7 월 1 일부터 유학생에 관한 모든 변동사항은 3 일 이내에 각 교육기관에서 이민성에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동사항에 대해 이민성에서 직접 학생들에게 이에 대해 연락을 취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학생은 개인의 변동사항이 있을 시 즉시 학교 리셉션에서 Request Form(문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예, 주소 및 개인연락처 변경, 사고와 병가로 인한 결석 사유)  

6.7 채플 및 기타 공식행사 참석 

학생들은 채플 (예배) 및 공식 행사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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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화재시 대비 훈련 

화재를 대비해 일 년에 두 번 정도 대피 훈련을 갖습니다. 수업 중 사이렌이 울리면 귀중품을 들고 신속히 

이동합니다. 대피 시엔 계단을 이용하고, 응급요원들의 지시를 따라 정문 또는 도서관 쪽 후문을 이용해 

이동합니다.  

대피 장소는 Parkes Street 에 있는 Jubilee Park 입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담당 교수님이 학생들을 호명하여 인원을 확인합니다.    

6.9 Unique Student Identifier (USI) – 학생 고유 번호 

2015 년 1 월 1 일부터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준학사 과정의 학업을 이수하시는 모든 학생 여러분께서는 USI 

(Unique Student Identifier) 접속 번호를 발급받아 학생 고유번호를 소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TAFE, COLLEGE 를 

비롯해 교육부 인증 기관에서 열리는 모든 과정을 포함합니다.   

 

USI 접속 번호는 학생 여러분의 온라인상 USI 접속을 허락하며, 10 개의 숫자와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USI 

접속을 통해 학생 여러분께서는 2015 년 1 월 이후에 이수한 모든 학업과정 및 성적에 대한 결과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 2015 년도 학업과정에 대한 성적은 2016 년도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업을 마친 후 구직생활 또는 다른 학업을 이어서 하는 경우 이전 학업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USI 의 가장 큰 장점은 학생 여러분의 학업 성적과 결과를 온라인 접속을 통해 스스로 손쉽게 결과를 

찾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USI 접속은 컴퓨터, 태블렛 또는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든 접속이 가능합니다. 

USI 번호를 만든 후에는 다음 학업과정에 등록할 때 같은 번호를 해당 학교에 제공해야 하며, 학교에서는 여러분의 

USI 접속 번호에 이수한 학업과정과 그 결과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USI 접속 번호를 발급 받을시 필요한 개인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First Name (영문 이름)        Family Name (영문 성) 

Date of Birth (생년월일) 

Country of Birth (출생국가) 

Town/City of Birth (출생도시)        Gender (성별)  

Country in which you are studying (학업을 이수하시는 국가) 

Preferred Contact Method (선호하는 연락방법) 

Email Address (이메일주소)       Mobile Phone (핸드폰 번호) 

Country of Residence (현재 거주 국가) = Australia    Address (호주내 주소) 

 

1. 필요한 증명서류 – 여권 또는 호주 운전면허증 

2. 본인 인증 확인할수 있는 질문 –  

Q1) What was the name of your favourite animal? –가장좋아하는 동물 이름 영문으로 준비하여 주십시오. 

Q2) What is the name of your best friend? – 가장 가까운 친구의 이름을 준비하여 주십시오. 

 

 

USI 접속 번호를 발급 받기 위해  아래 링트된 주소창을 통해 하시면 됩니다. 

http://www.usi.gov.au/create-your-USI/Pages/default.aspx 

http://www.usi.gov.au/create-your-USI/Pages/defaul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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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요청서  Request Form - Korean Campus 
 

 

Student Name 영문이름:                              Student No. 학번:  

 

원하시는 요청 사항  안에 (V) 표시하십시오 (Please tick all relevant boxes.) 

증명서 발급 요청  ( 3-5 일 행정 처리 기간 소요) 

 재학 증명서      이유:                                             필요한 날짜: ____ /____ 

 졸업 증명서      이유:                                             필요한 날짜: ____ /____    

증명서 제출  

  결석사유 증명서     [Medical Certificate 제출   YES/ NO ]      

         결석일: ____ /____ 부터 ____/____ 까지                  과목 이름: _________________ 

  기타: 

새로운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요청  

Address:   

Suburb:   State:  Postcode:   

Phone:    Mobile:  

Email Address:                                         @ 

문의 사항 

 개별 상담 신청                                          학점 인정 신청- 타 교육기관             

 AUSTUDY 제출용 레터 신청                          

 

 기타 문의 요청 사항: 

                    

 

 
  

 

Signature of Student (싸인):    ____________________     

Date (요청일): ____ /____ /_____ 

 

Office Use Only Date Ini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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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est for Extension of Assignment Deadline 

(과제물제출 연장신청서) 

Allow 48 hours Process 
 
 
I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hereby request extension for the Assignment fo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ubject/Theme) 
which is due on _________________________   
 
Extensions must be applied for before the due date.  No applications made after that date will be 
considered. Please attach this form to the assignment when handing in at Reception. 
 
Extensions are granted upon the following reasons: 
1. Medical Illness (certified by certificate); 
2. Extreme Hardship;1 
3. Compassionate Grounds. 
 
Each application is considered on a case to case basis.  In the space provided below please make your 
case considering the above parameters.  Also please propose a date for when your assignment would 
be completed which must be within 7 calendar days of the due date.  No extensions of greater than 7 
days will be considered.  PLEASE NOTE: No essay will be accepted beyond this final extension 
due date. 
 
 
 
 
 
 
 
 
 
 
 
 
 
 
 
 
 
 
 
 
 
Date of Request 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tudent's Signature  
 
 
 
RESPONSE 
I am agreeable/not agreeable to this request for extension being granted.  The assignment must be 
lodged at Reception NO LATER tha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ay/Date)       (Signature)  

                                                      
1 Extreme Hardship is not: Computer breakdown, “Too much work”,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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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HACRUCIS COLLEGE LIBRARY 

Application for Borrowing Status 

 
Surname:               Mailing Title:                     
 
Given Name:       
 
Sex (M/F):        D.O.B:  /       /19     .    Address:               
       
     
Student Code:                             
  
                                                                                                     State:     Postcode:  
Email:       
 
Tel: h):                  Hillsong Student?  
    
       w):          
 
       m):    
 
 
 

Borrowing Categories:    
 
  VET                                                                          BTh/BMin (Korean)  
             
  Grad Dip                     MA (Korean) 
 

Grad Cert         MTh (Korean) 
 

                Korean VET             DMin/PhD (Korean) 
 
I accept the lending conditions laid down by the Library and promise to take good care of the items 
lent to me. 
I am aware of the current Student – Library Agreement Policy and will adhere to it. 
 
 
      Signed: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at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OFFICE ONLY 

Entered by:          Date:      
 
Username:      Password:     
 
Email sent?    OR    Slip gi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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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rolment Variation Request Form 

(코스 및 수강신청 변경 신청서) 
 

Please complete this form and return to The Korean Campus Office, PO Box 337, 
Parramatta NSW 2124 or email at korean@ac.edu.au  or  fax at  +61 2 8893 9099. 
 

Student Name                                                              Student Id No. 
 
I am enrolled in the following program (tick): 
   

      학사과정    Bachelor of Theology   석사과정  □ Master of Arts  □ Master of Theology  박사과정   Doctor of Ministry      

     준학사 과정     Cer IV in Ministry           Diploma of Ministry        Advanced Diploma of Ministry      

                         Cer III in Music Industry       Diploma of Music Industry   Diploma of Counselling 

              Graduate Diploma of Relationship Counselling 

 
I hereby request permission to vary my enrolment as follows: 

 

  I wish to make a variation to a course enrolment as indicated below. (코스변경신청) 
 

  I wish to make a variation to a subject enrolment as indicated below. (수강신청변경)  

 
My reasons for requesting this a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ignature of Student Date 

 

Changing Study Programs and Courses (학과정 변경-개별 상담 문의 바람): Students wanting to change their Program (e.g., 

from BAppTh to VET or vice versa) or to change their enrolment in a specific subject after their initial nomination should 
request an appointment with the Registrar before completing the necessary paperwork. The completed variation of enrolment 
form can be acquired from and returned to the Registrar. Changes made after enrolment and before the commencement of 
term will incur a AUD$100 fee for each such change. Changes made after the first day of semester, and before 14 days 
subsequent, will incur a fee of AUD$200. No changes can be made after the 14-day period.   

Change of subjects (수강 과목 변경 개학 후 2 주내 변경): 수강 변경 신청은 개강 후 2 주내에 접수시 처리 되며 2 주 후 부터 처리 불가                   

No student can commence classes unless tuition fees are paid. If, after 14 days of the commencement of the semester, a 
student’s tuition fees are not paid, not requested FEE-HELP or the student has not any arrangements with the College, then 
the student will be suspended from attending class. Students who are unable to pay tuition fees should contact the Registrar 
to discuss the situation.  

Withdrawal (자퇴 및 휴학- 개별 상담 문의 바람): 자퇴 및 휴학은 별도의 행정 수수료 $200 가 부가되며 나머지 학비 환불은 사무실에 문의 

바람. Withdrawing from a program unit prior to the census date for that semester is permitted without affecting the student's 

transcript. Tuition will not be refunded, and an administration charge of $200 will be incurred.  Students who withdraw from a 
subject after census date will receive a fail grade ('N') on their transcript and no refund will be paid. 

문의하신 변경 신청서의 행정 처리 기간은 5 일-7 일로 예상되며 사항에 따라 지연 될 수 있습니다. 

 

 

 
 

 

Approved by  

 

 

 

Date 

Processed by  

 

 

 

Date 

mailto:korean@ac.edu.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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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r or Withdraw Request Form 

(휴학 및 자퇴 신청서) 
 
Please complete this form and return to The Korean Campus Office, PO Box 337, 
Parramatta NSW 2124 or email at korean@ac.edu.au  or  fax at  +61 2 8893 9099. 

 
Student Name                                                              Student Id No. 
 
I am enrolled in the following program (tick): 
   

      학사과정    Bachelor of Theology   석사과정  □ Master of Arts  □ Master of Theology  박사과정   Doctor of Ministry      

     준학사 과정     Cer IV in Ministry           Diploma of Ministry        Advanced Diploma of Ministry      

                         Cer IV in Music Industry       Diploma of Music Industry   Diploma of Counselling   

                     Graduate Diploma of Relationship Counselling 

 
I hereby request permission to vary my enrolment as follows: 

 

  I wish to defer commencement of my studies until ……. /……. /……. (휴학 신청)  
 

  I wish to withdraw from the course indicated below. (자퇴 신청) 
 

My reasons for requesting this a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ignature of Student Date 

 

Changing Study Programs and Courses (학과정 변경-개별 상담 문의 바람): Students wanting to change their Program (e.g., 

from BAppTh to VET or vice versa) or to change their enrolment in a specific subject after their initial nomination should 
request an appointment with the Registrar before completing the necessary paperwork. The completed variation of enrolment 
form can be acquired from and returned to the Registrar. Changes made after enrolment and before the commencement of 
term will incur a AUD$100 fee for each such change. Changes made after the first day of semester, and before 14 days 
subsequent, will incur a fee of AUD$200. No changes can be made after the 14-day period.   

Change of subjects (수강 과목 변경 개학 후 2 주내 변경): 수강 변경 신청은 개강 후 2 주내에 접수시 처리 되며 2 주 후 부터 처리 불가                   

No student can commence classes unless tuition fees are paid. If, after 14 days of the commencement of the semester, a 
student’s tuition fees are not paid, not requested FEE-HELP or the student has not any arrangements with the College, then 
the student will be suspended from attending class. Students who are unable to pay tuition fees should contact the Registrar 
to discuss the situation.  

Withdrawal (자퇴 및 휴학- 개별 상담 문의 바람): 자퇴 및 휴학은 별도의 행정 수수료 $200 가 부가되며 나머지 학비 환불은 사무실에 문의 

바람. Withdrawing from a program unit prior to the census date for that semester is permitted without affecting the student's 

transcript. Tuition will not be refunded, and an administration charge of $200 will be incurred.  Students who withdraw from a 
subject after census date will receive a fail grade ('N') on their transcript and no refund will be paid. 

문의하신 변경 신청서의 행정 처리 기간은 5 일-7 일로 예상되며 사항에 따라 지연 될 수 있습니다. 

Approved by  

 

 

Date 

Processed by  

 

 

Date 

mailto:korean@ac.edu.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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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사 건의 방법 

7.1 과제물 연장 

과제물 연장이 적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질병이나 의학적인 이유를 증명 하는 의사 소견서 제출 시 

2)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예: 직계가족 상을 당했을 경우 
 

과제물을 제출 하지 못 할 만한 극적인 상황에 처한 학생들의 경우, 학사 위원회의 승인 안건으로 제시 될 것이며, 

안건 통과 시 “과제 연장”이 적용됩니다. 각 학생은 담당 교수와 상의하여 최대 2 주까지 가능하며, 성적평가 마감 

전(Grades Monitoring)까지 해당 과목의 과제물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점수가 “불 충분(Not Yet 

Satisfactory)”으로 표기 될 것이며, 다시 제출된 과제물은 최고 80%(통과)로 대체 되고, 과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는 “과락(Fail)”으로 처리됩니다. 과제 재제출은 과제당 한 번 허용되며, 그 후에는 “과락”으로 처리됩니다.   

 

각 학부와 학사교육위원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매 학기마다 각 과목별 과제물 평가자에 대한 공정성, 

정당성,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매 학기말에 학생들은 본인이 수강한 과목의 점수를 통보 

받게 됩니다. 만약 본인이 받은 점수에 대한 의문점이나 불만이 있는 학생은 자유롭게 학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건의 할 수 있습니다.  

7.2 채점자에게 학점 결과 문의 

본인이 공부한 과정이나 온라인 교육 학습과정 이수 중 본인이 받은 점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하는 경우나 

불공평한 점수에 대한 건의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본인의 채점자에게 논의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적 기입 

도중의 실수의 수정과 오해 여지에 대한 해결 방안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이 과정 중 학생이 본인의 점수를 

인정 하여 과제물에 관한 보충할 수 있는 기회 또는 채점자에게 과제물 재심사 요구를 하여 본인의 점수를 재 

조정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7.3 학점 결과 건의 신청 및 절차  

채점자에게 재채점 의사를 표현하여 받은 본인의 점수에 여전히 불만족스런 학생들은 학사교육이사회에 그 

문제점에 대해 재검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들은 14 일 이내에 본인의 점수 결과를 

학사교육위원회에 서면 신청서와 함께 모든 증거 자료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학사교육위원회의 결과가 

항상 긍정적인 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요청된 안건은 학과장, 채점자 그리고 최대 2 명의 교수진들로 

구성되어 재검토하게 되며, 모든 결과는 정식적인 문서 통보에 의해 전달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보된 

결과에 불만족스런 학생은 교내 학칙 4 장 506 항에 적용하여 지속적인 탄원과 호소를 할 수 있습니다.  본교는 

해당 학생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과 통역 서비스에 대하여 별도의 행정비 부과 없이 도울 것입니다.    

7.4 학사 경고 The Academic Progress Intervention Policy 

아래의 경우 학사경고 대상자로 분류되어 학업과정에 대한 안내(letter of intervention)를 받게 되며, 보강수업 혹은 

보강과제를 성적평가 마감(Grades Monitoring) 후 3 주 안에 완료해야 합니다. 각 과정에서 두 번 이상의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 해당 과정에 재등록할 수 없습니다.  

1) 각 과목당 출석률 80% 미만인 경우 

2) 각 과목당 과제물 제출연장 신청 후 과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3) 입학시 서약한 사항이나 학위과정에 요구되는 제반규정을 위반한 경우 

4) 반복적인 과제물연장이나 등록일까지의 수업료 납부 등의 기준을 지키지 못한 경우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실 써니 간사 혹은 학업지원 김성규 간사에게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와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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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SOS 안내 

유학생 교육 서비스 법(ESOS) 제도— 양질의 교육 제공 및 학생들의 권익 보호 

호주  정부는  호주에서  공부하는  외국  유학생들이  안전하고  즐겁고  보람  있는  곳에서  공부하기를 

희망합니다. 호주의 법규는 외국 유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규를 유학생 교육 서비스 법(ESOS) 제도라 하며, 여기에는 2000년 외국 유학생들을 위한 교육 서비스(ESOS) 

법과 2007 년 유학생 교육기관 및 등록기관을 위한 행동지침(National Code 2007)이 포함됩니다. 

8.1 유학생들의 권익 보호 

학생 비자를 받은 외국 유학생들은 외국 유학생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연방등록부(CRICOS, 웹사이트 

h t tp: / /cr icos.deewr.gov.au )에  나와  있는  교육기관에서  공부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강의를  수강해야 

합니다 .  CRICOS 등록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과정과  교육기관들이  외국  유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높은 

교육  수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합니다 .  위치를  포함해  등록한  과정에  대한  세부  내용이  CRICOS 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8.2 학생들의 권익 

ESOS 제도는 다음과 같은 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 교육기관에 등록하기 전에 교육기관 및 교육기관 대행 유학원으로부터 수강할 과정, 수강료,  수업 방식,    

기타 내용에 관한 정확한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권리. 학생이 18 세 미만일 경우.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이 숙박할 곳, 학생 지원 및 복지가 마련된 후에만 학생에게 비자가 허용됩니다. 

• 등록금을 지불하기 전이나 지불할 때 교육기관과 제공될 서비스, 지불할 비용 및 수업료 환불에 

  대한 정보가 명시된 서면 계약서에 서명할 권리. 학생은 서면 계약서의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 학생이 수업료를 지불한 수업을 받을 권리. ESOS 제도는 교육기관에서 학생이 등록한 강좌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학생에게 환불을 하거나 다른 과정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소비자 권익 보호 

  내용이 포함됩니다. 

 

ESOS 제도는 외국 유학생들에게 교육 및 연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주 교육기관들이 갖추어야 할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들은 다음과 같이 학생들이 알 권리가 있는 다양한 정보와 학생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 오리엔테이션과 학생들이 공부하고 호주 생활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학생지원 서비스 

• 외국 유학생들의 연락 담당자 

• 학점 인정신청 

• 등록의 연기, 일시 중지 및 취소 

• 공부하는 과정에서 만족스런 성과를 얻기 위한 교육기관의 요건 및 학생의 성적이 부진할 때 

  제공될 수 있는 지원 

• 학생이 등록한 과정의 출석이 체크되는지에 대한 정보 

• 불만 및 이의 제기 과정 

 

이들 기준 중 하나로, 호주의 교육 과정 중 마지막 6 개월을 마치지 않은 채 다른 과정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학생에게는 다른 교육기관에 등록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 조항이 있습니다.    

교육과정의 마지막 6 개월을 마치지 않고 다른 과정으로 이전하고자 한다면 현 교육기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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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학생의 책임 

학생 비자로 호주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집니다. 

• 학생 비자 요건 만족 

• 호주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 해외 유학생 의료보험(OSHC) 유지 

• 교육기관과 서명한 서면 계약서 조항 이행 

• 주소를 변경할 경우 교육기관(학교)에 통보 

• 교육과정에서 만족할 만한 성취도 유지 

• 출석을 기록하는 교육과정의 경우 교육기관의 출석 관련 방침을 준수 

• 18 세 미만인 경우, 인가된 숙소, 지원 및 일반복지 관련 조치를 유지. 

 

* 2018년 2월1일부터 학생비자 소유자의 연간 생활비 기준이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1 인 기준 연간 생활비 

학생 또는 가디언: AUD$20,290 

배우자: AUD$7,100 

자녀: AUD$3,040 

 

 

8.4 연락처 

 

누구에게? 왜? 어떻게? 

교육기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침 및 절차 관련 문제 

- 교육기관과 상의 

- 교육기관 웹사이트 방문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Science and 

Training, DEST) 

 

ESOS 상의 권리 및 책임 관련 

문제 

 

• www.aei.dest.gov.au/ESOS 

• ESOS 도움의 전화(+61 2 6240 5069) 

• 이메일 esosmailbox@deewr.gov.au 

이민부(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DIAC)  

비자 관련 문제  

 

• www.immi.gov.au 

• 호주 국내일 경우 131 881 번으로 전화 

• 모국에서 전화할 경우 이민부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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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과제물 표지 및 에세이 작성 방법 @ 2019 version1 

모든 논문은 그 내용과 함께 구성 양식도 평가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논문양식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을 사용하지만 국가별 혹은 연구분야별로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논문양식은 각 학교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알파크루시스 대학교는 Turabian Style 을 바탕으로 일관성과 간결성의 원칙 하에 

다음과 같이 그 기준을 제시합니다. 일관성은 연구자 개인의 결과물뿐 아니라 학문 공동체로서 학교의 통일된 

양식을 따르는 것이며, 간결성은 최소의 형식으로 필요한 정보를 표기함으로써 논문을 읽고 평가하는 것을 

명료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9.1 과제물 표지 – 표지 양식은 각 과목 무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과제물은 반드시 과제물표지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각 과목 무들 과목 방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아래와 같이 학번과 이름, 제출 날짜를 기재한 후 표시된 부분부터 문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무들 과목방 

 

 

 

 

 

 

 

 

 

 

 

 
 

• 과제물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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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에세이 작성법 

다음은 논문 작성에 있어 필수적인 사항들입니다. 교육 훈련과 평가에 있어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알파크루시스대학교의 모든 교수 및 학생들은 논문 작성(특히, 각주와 참고문헌 기입)에 있어 다음의 모범을 

따릅니다. 

 

9.2.1 논문과 논지 (Thesis)  

 1) 논문이란 어떤 견해나 주장이나 발견을 피력하기 위해 관련 있는 자료들을 사용해 논리적으로 그것을 

    진술하는 글이다.  

 2) 논문과 논문이 아닌 것의 구별  

    논문은,  

(1) 어떤 제목에 대한 작성자의 발견과 평가를 종합한 것  

(2) 논문은 작성자의 창의력의 산물  

(3) 논문은 사용한 자료의 출처를 밝혀야  

    논문이 아닌 것은  

(1) 한가지 책이나 자료를 적당히 요약한 것  

(2) 평가없이 그대로 옮겨 놓은 것  

(3) 그저 다른 사람의 글을 많이 인용한 것.  

(4) 증거 없는 불충분한 개인적 주장이나 견해.  

(5) 다른 사람들의 글을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은 논문이 아니라 표절.  

 3) 논지(Thesis)란 논문 작성자의 주장점이다. 논지는 논문의 가장 핵심 사항으로서,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된다.  

 4) 논지 진행의 방법  

   (1) 설명형(어떤 결론이나 전제를 비교와 대조와 예시를 통해 설명하는 방법)  

   (2) 논증형 (지금까지의 결론, 그 결론에 대한 찬반, 찬성에 대한 추가 증거, 반대에 대한 증거, 자기 자신의      

      결론: 지금까지의 결론을 강화할 수도 아니면 반대할 수도 있음)  

 

9.2.2 논문 개요서 (proposal)  

논지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논지를 뒷받침하는 주요 내용들이 있고, 이것들을 조직화하여서구성한 

것을 논문 개요서라고 한다. 이는 그림으로 말하면 밑그림이요, 건축으로 말하면 설계도와 같은 것이다. 좋은 

논문을 위해 논문 개요서를 작성하라.  

 1) 논술할 주요 내용들을 조직화할 때에는  

가) 시간 순서로,  

나)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 순으로,  

다) 비교 (혹은 대조)를 통해서,  

라) 일반적인 것에서 특수한 것으로,  

마) 상황제시(질문)와 그에 대한 답변(대안) 제시로,  

바) 원인에서 결과로 (혹은 결과에서 원인으로)  

    등의 방법이 쓰인다.  

 2) 목차는 조직화된 내용을 계통적으로 순서화한 것이다. 목차는 논지와 논지를 뒷받침하는 요소들에  

    의해 계층적 질서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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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의 예: (논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한다.)  

            제목: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신성(Divinity)  

 

1. 들어가는 말 (서론부) 
 

2. 요한복음의 서론  

2.1 로고스의 의미  

2.2 로고스의 선재성과 반대의견들  

2.3 요한복음의 서론과 창 1:1 과의 관련성  

 

3. ‘에고 에이미’의 독특한 표현  

3.1 ‘에고 에이미’ (나는…이다)와 출애굽기 3:14 고찰  

3.2 요한복음의 ‘에고 에이미’  

3.2.1 나는 선한 목자다  

3.2.2 나는 포도나무다  

 

4. 아버지와 동등하심에 대한 예수님의 주장  

4.1 요 10:22-39 의 문맥  

4.2 요 10:30 의 의미  

4.3 요 10:30 에 대한 ‘여호와의 증인’의 해석 및 그 오류  

 

5. 나가는 말 (결론부)  

 

참고문헌  

1, 2, 3 은 논지의 직접적 증거(evidence) 

1.1, 2.1, 3.1… 은 1, 2, 3 의 증거  

2.2.1, 2.2.2은  2.2 의 증거  

9.2.3 논문쓰기  

 1) 서론(도입)  

논문의 시작은 가) 제목에 대하여 분명하게 설명 2)제목에 대한 논문 작성자의 입장 또는 주장을 간략히 말한다. 

3) 제목을 잘 알려진 사실이나 최근의 사건에 관련시킨다. 4) 일반적인 통념에 대한 도전으로 시작 5) 제목에 

대한 역설적 표현 6)짧은 인용이 흥미를 유발한다면 좋은 시작 7)제목에 관련된 어떤 흥미있는 사실이나 

통계제시 8) 제목에 관련된 인물이나 사건의 간단한 배경설명으로 시작. 이러한 도입을 통해 서론을 작성하되 

서론에는 논지를 앞으로 본론에서 어떻게 논증할 것인가를 개략적으로 제시한다.  

논문이 아주 짧은 경우라면 서론이라고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지만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은 들어가야 한다. 

한편, 알파크루시스의 학생은 훈련을 위해서 짧은 논문이라도 따로 서론란을 만들어 서론을 꼭 쓰도록 한다. 

 

 2) 본론 진행  

철저한 연구 후에 신중하게 작성된 목차를 따라 논문의 본론을 쓰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때 증거자료와 

참고자료를 사용하여 자신의 논지를 진술하되 출처를 밝혀야 한다(간접인용시 각주를 달거나 직접 인용시는 

인용부호, 3 줄 이상 길어지면 내어쓰기를 하여 인용 단락을 따로 만듦). 인용문이나 다른 이의 견해를 쓸때에는 

그것을 자신의 입장에서 평가하여 반드시 자신의 코멘트나 주장점을 덧붙이도록 한다. 그저 자기와 비슷한 

견해를 가진 다른 사람들의 말을 많이 인용만 한다고 해서 논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학자의 말을 가감 없이 그대로 따오는 경우가 간혹 있으나(직접인용), 논지에 관련된, 논지를 증명하는 

자료들을 반드시 작성자 본인의 말로 진술하는(paraphrasing) 습관을 들인다. 필요하면 자료의 배경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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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고 독자들은 처음 보는 논문일 수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explanation)과 예증(illustration; example)을 

추가하며 특수, 전문 용어(technical term)들은 무슨 의미로 썼는지 정의를 내려주어야 한다.  

논자가 진술하는 모든 문장은 직, 간접으로 논지를 지지하고 있어야 한다. 논문의 진술에 있어 필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논술의 요소  

 가) 통일성(unity): 논문은주제와 그 뒷받침 서술이 내용면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곁길로 새어버리는     

      것은 통일성을 상실하는 것이다. 다음의 예를 보라.  

 
돼지는 후각이 빼어나게 발달되어 있다. 멧돼지는 몇십 리 밖에 있는 포수의 화약 냄새를 맡고 일찌감치 도망해 

버릴 정도로 후각이 발달되어 있다. 집돼지도 마찬가지로 냄새 맡는 기능이 매우 발달되어 있다. 예를 들면, 제 

새끼와 다른 새끼를 구별하는 데나, 주인과 남을 구별하는 데에 주로 후각을 사용한다. 다른 동물이 침입했는지, 

먹이가 들어 왔는지를 알아차리는 데도 후각을 이용한다. 개는 후각과 청각 모두 인간보다 뛰어나다.  
 

 나) 일관성(coherence): 문장이나 개념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동일한 어구의 반복, 비슷한  

      말의 사용, 대명사의 사용, 접속사의 사용 등을 통해 문장은 연결을 이룬다. 이러한 단어나 어구의  

      사용으로 서로 상관 없는 것 같은 주제도 연결될 수 있다. 
 

호주를 대표하는 동물들은 캥거루, 코알라, 오리너구리, 그리고 딩고 (들개)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오리너구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호주의 동물원에서 그 실제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한편, 오리너구리는 가끔 호주의 

수족관에서 볼 수 있다. 또한 이 중에서 캥거루는 호주의 동전이나호주 럭비대표팀 선수들의 유니폼에서 볼 수 

있는데 실로 이 둘은 호주의 상징이라 할 만하다. 이는 호주의 관광산업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  
 

 다) 강조(emphasis): 논자는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 내용을 적당한 수준에서 늘이거나, 표현의  

      변화를 주어 반복할 수 있다.  
 

바울은 신학자, 설교자, 목회자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선교사였다. 그는 그의 고향인 소아시아의 길리기아를 

떠나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두루 돌아다니며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전도하였다. 그는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의 지시로 바나바와 함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고 친히 천막을 깁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다. 

회당이나 각 집이나 강 가에서 감옥에서 거리낌 없이 예수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였다. 그는 단순히 책상에, 

강단에, 도서관에, 교회당 집무실에만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라) 명확성(clarity): 논자는 자기의 생각을 오해나 혼동 없이 잘 설명해야 한다. 논자는 의미 전달을  

     위해 독자가 가장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 어구, 문장을 선택하고 또 가장 적절한 표현 및  

     논리적 전개를 해야 한다. 다음 예는 무엇을 말하는지 모호한 경우.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인간적인 리더쉽 유형은 어떤 것일까. 섬기는 자로서의 리더쉽인가, 아니면 카리스마적인 

리더쉽인가. 인간적으로 볼 때,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 그리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현실적으로는 섬기는 자의 

리더쉽이 좋을 때가 있다. 카리스마적인 리더쉽은 히틀러나 무솔리니에게서도 발견된다. 그러나 카리스마적인 

리더쉽이 이상적이며 긍정적일 때도 있다. 섬기는 자의 리더십은 신약시대의 리더쉽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섬기는 자의 리더쉽은 이상적이고 카리스마적인 리더쉽은 구약의 느헤미야시대처럼 현실적인, 그러나 약간은 

이상적인 리더쉽 유형이다.  
  

 마) 구체성(concreteness): 논자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여 논지를 구체화시켜야 한다. 다음 두 문장을  

      비교하라. 어느 것이 더 구체적인가.  

1. 초대교회는 기원후 3 세기의 니케아 공의회와 또다른 한 공의회를 거쳐서 비로소 아리안주의의 오류를 

배척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독교 신관을 정립하였다. 그 후 교회는 기독론을 정립하기 위해 많은 토론을 

벌였다.  
 

2. 초대교회는 325 년의 니케아 공의회와 381 년의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를 거쳐서 비로소 아리안주의의 오류를 

배척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독교 신관을 정립하였다. 그 후 교회는 5 세기부터 7 세기에 걸쳐서 기독론의 

이해를 정립하기 위한 신학의 토론에 열중하였다.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J. Tixeront, History of Dogmas, vol. III, The End of the Patristic Age, trans. H. L.Braineau (Maryland: Christian 

Classics, Inc., 198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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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술의 요령  

논술은 기본적으로 자기 말로 진행을 하는 것이다. 여러 참고문헌들을 인용할 때 그것들을 자기의 논지에 

상합하도록 걸러서 자기 말로 활용하라. 이러한 논지 중심의 서술을 해나가는 데는 여러가지 요령들이 

있다. 직접인용, 간접인용, 요약, 의역, 종합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결국 자기 견해, 비평, 주장, 평가, 

비교 등과 어우러져서 결국 처음에 세웠던 논지를 세워나가는 데 사용된다.  

 가) 직접인용:  

1) 자료의 표현이 완전하고 분명하거나 등 직접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때.  

2) 자료의 권위성 때문, 연설 판결문 등. 인용부호(“”)를 사용한다.  

3) 인용하고자 하는 원문의 철자나 문법이 명백히 잘못되었을 때는 [ ]를 사용한다.  

4) 중간생략 (중략)을 하고 싶으면 ……를 사용한다.  

 나) 요약: 요약정리. 요약이라고 표현.  

 다) 의역: 의역이라고 적음  

 라) 종합: 앞의 방법을 병행  

 마) 개인적 견해, 비평, 주장 등 좋은 생각이나 의견등을 수시로 작성하고 이것을 논술에 사용  

 바) 표절: 단어를 바꾸었어도 표절임. 이해하지 못하거나 너무 좋아도 그대로 옳기는 것은 금물. 각주를  

      달아서 그 저작권을 밝혀준다.  
 

 3) 결론 쓰기  

논지를 증명하기 위해 사용했던 내용, 논지를 잘 지지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 전체 본론을 간단히 요약하고 

거기서 다시 논지를 끌어내어 확증. 통상 논문의 범위 밖에서 더 연구할 문제점을 제시하는 데 그렇다고 새로운 

개념을 끌어들여 독자들을 혼동시켜서는 안된다. 본론에 나오지 않는 주제나 내용은 절대로 다루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논지를 잘 증명했음을 독자에게 확인시키면서 자기 주장을 확고히하고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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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도서관 이용  

10.1 대출 시스템 

한국도서에는 네 종류의 대출 시스템이 있습니다. 

구분   대여기간 

General (일반도서)  21 일(3 주) 

Reference   없음. 도서실에서만 이용가능 

Overnight   1 일 

3 Day Loan  3 일 

 

 1) Reference, Overnight, 3 Day Loan 은 도서 표면에 표시가 붙어있으니 일반도서와 잘 구분하여 대여기간을  

     지켜주십시오. 

 2) 빌려간 모든 도서는 기한내에 반납해 주십시오. 

 3) 준학사/학사과정의 경우 개인당 7 권, 석사과정 12 권, 박사과정의 경우 25 권의 도서를 대출할 수 있습니다. 

 4) 도서 대여를 위하여 도서실에서 나눠드린 form 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고(참조, 13 페이지), 학생타드를  

     지참해 주십시오. 

 5) 대출하신 도서를 늦게 반납하게 되면 한 권당 하루 $ 1 의 벌금이 있습니다(예, 7 일 늦게 반납할 경우 $7 의  

     벌금을 도서관에 납부). 그러나 대출 반납일 보다 하루 늦게 반납할 경우는 벌금을 공제하여 드립니다. 

     모든 벌금은 졸업하기 전에 반드시 완납되어야 합니다. 

 6) 대출하신 도서를 연장하실 경우 반납일 전에 방문, 전화 또는 이메일(library@ac.edu.au)로 연장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다른 학생이 미리 예약한 경우 연장이 불가합니다. 

      * 전화 8893 9090    * 오전 8:30 ~ 오후 4:30 (수요일: 12:15 ~ 2:00 닫음) / 목,금요일 한국인 직원 근무 

10.2 원하는 도서 찾는 방법 

1) 원하는 도서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제목과 저자의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도서실 컴퓨터에 있는 한국 도서  

    목록에서 원하는 도서를 찾은 다음 Call Number (도서일련번호)를 따라 찾을 수 있습니다.  

2) 도서관 내에서 책을 본 후 반납할 때에는 본래 위치에 다시 꽂아 두시거나 아니면 복사기 옆 책장에 올려  

    두십시오. 일련 번호에 맞지 않게 꽂으면 다음 이용시에 책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10.3 도서 일련번호  

220 성경 240 기독교 윤리, 윤리 신학 

221~224 구약: 모세오경, 구약 역사, 지혜서, 선지서 250 목회신학, 설교, 교회 사역론 

225~229 신약:사복음서,사도행전,서신서,요한계시록 253 기독교상담 

230~239 신학 (Theology) 관련 260 선교, 기독교 교육, 사회 및 교회조직 

230 신학입문 264/248.3 예배 

231 하나님 270 기독교 교회사 

232 예수 그리스도 280 기독교 타교단 및 종파 

233 인간 290 타종교 

234 구원 & 은혜 300 사회과학, 교육, 사회학 

235 영적인 삶 780-3 음악 

236 종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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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Online 도서관 이용방법 

학교 웹사이트(ac.edu.au) Library 페이지에서 한국어도서를 검색·대출예약과 Online Resourses 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개인 등록 방법 

• 학교 췝사이트(ac.edu.au)에서 Current Students => Library 를 클릭합니다. 

 

 

• Library 화면에서 Catalogues 를 클릭합니다. 

 

 

• Catalogues 에서 Libarary Catalogue: Sydney, Brisbane, Hobart, Adelaide, Perth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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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도서관 첫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Register 를 클릭합니다. 

 

 

• 순서에 따라 작성하시고, Middle Initial 에는 학생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 Branch 는 Sydney 를 체크하시고, Save 를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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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서검색 방법 

• 온라인 도서검색은 로그인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 도서관 첫 화면에서 한국어로 직접 검색이 가능합니다.  

 

   

 

 

 

 

3) 전체 한국어도서 검색 방법 

• 검색창 옆에 있는 Basic search 에서 Advanced search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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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lections 에서 한국어 도서분류를 확인, Korean collection 을 선택하고 아이콘을 클릭 

    

 
 

• 아래와 같은 검색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오른쪽에 있는 도서사진 위에 마우스를 대면 도서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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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색한 도서를 주제별로 분류 

   왼쪽에 있는 Modify Results 를 클릭하면 오른쪽에 결과내 재검색할 수 있는 창이 열립니다. 

   * 주제, 저자, 출판사, 출판연도 등으로 세부분류하여 검색가능   

   

 
 

5) Library 에 로그인하여 도서대출 및 연장 신청 

• 온라인으로 도서 대출예약 또는 연장신청을 위해서는 도서관에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신청합니다(페이지 19 참조).   

• 본인의 moodle 아이디와 도서관 비밀번호를 입력 

    

 

 

 

• 검색한 도서를 클릭하고 왼쪽에 있는 Request 아이콘 을 클릭 

    

 

• 아래 화살표에 언제 대출할 것인지를 쓰고 오른쪽에 있는 Send 아이콘 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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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DBpia 사용 

DBpia 는 국내 학술논문, 연구자료, 전문잡지, 전자책, 웹 DB, 동영상강좌 등을 제공하는 전자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원문 및 상세한 서지정보를 검색, 열람할 수 있으며 원본과 동일한 형태유지를 통해 원본 책자의 확인 없이 자료의 

이용과 인용이 가능합니다.  

 

DBpia 사용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DBpia 홈페이지 www.dbpia.co.kr 에 접속합니다.  

 
 
 

2) 오른쪽 상단에 “기관회원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http://www.db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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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속기관에 “alphacrucis” 또는 “알파크루시스”를 기입합니다.  

     아이디: alphacrucis (전체 소문자) 

     비밀번호: alphacrucis2013 

 
 

 

 

 
 

4) 자료검색을 위해 ‘검색 창’에 키워드를 직접 입력합니다. 

 

 

• 검색어를 포함하는 논문 및 학술지가 정렬됩니다. 

• 초록색 아이콘         이 표시된 자료는 원문저장을 클릭하여 다운로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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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 학술자료 검색 

12.1 국회전자 도서관 

• 학교 도서관에는 한국 ‘국회전자도서관’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협정기관 PC 인증이 되어 있습니다. 

 

1)      도서관 컴퓨터 모니터에서 ‘국회전자도서관’ 아이콘          을 클릭합니다. 

a. 로그인이 되지 않는 경우 도서관 사서에게 문의 하십시오. 

b. 원하시는 자료를 프린트할 때는 도서관 사서에게 요청하시고, 일부 자료는 Copy 할 수 있는 페이지 

수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해당 범위를 확인해 주십시오. 

c. 본 프로그램에서 원문 다운로드 한 경우 해당 컴퓨터에서만 보실 수 있으며, 별도 저장하시더라도 

‘국회전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2)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합니다.  

        
 
 

3) 검색 결과에서 원문보기가 지원되는 자료를 클릭합니다. 

        
 
 

4) 아래와 같이 해당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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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 학술연구정보서비스(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는 대한민국 교육부 출연기관으로, 국내 

대학이 생산, 보유, 구독하는 모든 학술 자원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학위논문 준비를 위해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 RISS 웹사이트: www.riss.kr 

• 무료 회원가입 후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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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Moodle 사용 

Moodle 은 전산 학습 관리 시스템 (LMS) 또는 가상 학습 환경 (VLE) 으로 알려진 코스 관리 시스템 (CMS) 으로 

교수와 학생간의 학습 효과를 증대하기 위한 온라인 학습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이 안내문은 무들에 로그인 하여 과제물을 제출하고 출석/성적 확인 등의 활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2.1 로그인 하기 

1) 아래의 웹사이트를 접속 후 VET Students(준학사과정-신학/음악/상담) 링크를 클릭합니다. 

• 학교 웹사이트 http://ac.edu.au (혹은 moodle.ac.edu.au) 접속 후,  

            * 혹은 인터넷 주소창에 http://vet.moodle.ac.edu.au 또는 http://he.moodle.ac.edu.au 접속 

• 상단에 있는 Students -> Moodle / Login -> Student login을 클릭합니다. 

•  준학사과정은 Diploma & Certificate students로 접속  

 

2) 왼쪽 상단에 로그인 상자가 보입니다. 

 

본인의 세부 정보를 입력합니다. 

Username: 학생번호 

Password: 본인의 비밀번호 

* 처음 접속하는 경우 무들담당자가 보낸  

  이메일에 있는 임시 password 를 입력합니다.  

  예) Password (비밀번호) : +D&PZ@Th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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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속 후 비밀번호 변경 페이지로 자동으로 이동합니다. 

 

 

 

 

 

 

 

 

 

 

 

 

4) 비밀 번호를 변경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로그인 후, 화면 상단 오른쪽에 본인의 이름을 클릭하고 아래 열리는 Preferences를 선택. 

   

 

 

• 그리고 밑에 ‘Change password’  를 클릭합니다. 

 

                    

                                                              

                                                                                        

 

 

 

 

 

 

 

• 이 페이지에 있는 “profile”에서 이메일 주소 변경 등 개인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Current password: 임시 비밀번호(위에 기입한 것을 다시 입력) 

New password: (원하시는 새로운 비밀번호를 입력)  

영문 대문자, 숫자 와 마침표(.)를 포함한 8 자 이상으로 조합 

 예: Alpha12! 

비밀번호를 생성한 후 꼭 메모해 두십시오.  

New password (again): (새비밀번호 재입력) 

  

‘Save changes’ 클릭하면 비밀번호 변경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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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밀번호를 3 번 이상 잘못 기입하거나,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 

• Login 페이지에서 화면 아래에 있는 “Lost password”를 클릭합니다. 

 

• Username 혹은 Email address 에 학교에 제출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Search 를 클릭. 

• 무들 담당자가 비밀번호를 Reset 한 후 안내 이메일을 

보냅니다. 

• 본인의 이메일에서 링크된 주소를 클릭하면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새로운 창이 열립니다. 

• 비밀번호 변경은 33 페이지 항목 3)과 동일합니다. 

 

 

 

 

6) 접속이 되면 메인 스크린 왼쪽 상단에  ‘ My courses’  가 보입니다.   

• 밑에 나열 되어 있는 과목들이 현재 본인이 등록한 

과목입니다. 

     

 

 

 

 

 

 

 

 

 

  

12.2 과제물 제출 

1) My courses 에서 과제물에 관련된 과목을 클릭합니다. 

• 과목방에서는 교수님의 전달사항, 학습자료, 

출석, 성적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과목방에서 위와 같이 해당 되는 과제작성지를 클릭합니다.  

   * 모든 과제는 과제작성지에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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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Save as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한 후, 과목코드_학번_과제번호를 기입해 저장합니다.  

 

 

 

 

 

 

 

 

 

 

 

 

4)  저장한 과제작성지 파일을 열고, 본인의 학번, 영문이름, 과제제출일을 기입합니다. 

 

 

  

 

   

 

 

  

5) 과제는 아래 쪽에 표기된 <여기서부터 과제작성 시작>부터 작성하십시오. 

   또는 다른 문서에 작성한 경우에는 붙여넣기를 하십시오. 

 

 

 

 

 

 

 

 

6)  과제물을 완료하였다면, 과목방에서 해당 되는 “과제제출란”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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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Upload files”를 클릭합니다.  

 

 

 

 

 

 

 

8) “Add”를 클릭합니다. 

     
                      

9) “Upload a file”을 클릭합니다. 

     
 

 10) “Browse”를 클릭한 다음 본인의 파일을 선택한 후 “Upload this file” 버튼을 누릅니다. 

       

11) “Save changes”를 꼭 클릭하십시오.  (클릭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아무 파일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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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면 과제 제출이 완룐된 것이며, 과제가 제출되었다는 메세지가 본인의 이메일로  

     전달됩니다.  

 

    

 

 

 

 

 

 

 

 

 

 

 

 

12.3 과제물 수정 

       

1) 올린 과제물을 수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 과제제출란에서 “Edit Submission”을 클릭한 후, 제출한 파일을 선택하면 아래의 창이 열립니다.  

 

• “Delete”를 선택하고  

• “Update”를 클릭한 후,  

• “Ok”를 누르면 파일이 삭제 됩니다. 

• 다시 파일을 올리고 “Save changes”를 

클릭합니다. 

            

 

 

 

 

 

2) 과제물을 2 개 이상 제출하는 경우 

• 해당과제에 접속하여 “Edit Submission”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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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를 클릭합니다. 

              

 

 

 

 

 

 

 

 

 
 

• “Browse”를 클릭한 다음 본인의 파일을 선택한 후 “Upload this file” 버튼을 누릅니다. 

  
 

 

• 다음 창에 두 개의 파일이 올라 있는 것을 확인한 후 “Save changes”를 클릭합니다. 

             
• “Submission status”에 두 개의 파일이 올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창에서 나가면 됩니다. 

            

 

 

 

 

                               * 매주 과제물을 제출하는        

경우는 위의 방법을  

반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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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논문유사성 검사                    사용 

Turnitin 은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 및 자료의 표절 내용을 실시간 검사(Originality Check)하고 평가(Grade Mark)하는 

웹 기반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것은 140 여개국의 15000 여 교육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육용 어플리케이션중 

하나입니다.  

이 안내문은 해당 과목방 Turnitin 논문유사성 검사에 과제물을 업로드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13.1 검사하기 

1) Moodle 에 로그인하십시오. 

   무들 사용안내문 참조 

 

2) 과제물에 관련된 과목에 접속 후,  Turnitin(혹은 과제제목)을 클릭합니다.  

     

 

3) Turnitin Summary 창이 열립니다.  

    

 

4) 과제물 업로드 방법 

 

• Submission Title 에 과제이름/논문제목을 기입 

• File to Submit 에 과제를 드레그하거나, Add 를 

클릭하여 파일을 첨부 

 

  

 

 

http://he.moodle.ac.edu.au/moodle/mod/turnitintool/view.php?id=27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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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dd Submission 을 클릭합니다. 

    

• 다음과 같은 진행과정이 보여집니다. 

    

6) My Submissions 항목을 체크합니다. 

    

 

7) 검사가 끝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13.2 검사결과 확인 

1) Similarity 항목에 있는 결과를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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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 창이 열리면 “I Agree – Continue”를 클릭하십시오. 

     

 

3) Turnitit 분석 

• 동일한 색상별로 분석된 결과를 보여줍니다. 

     

 

 

4) Mach Overview 의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표절인용된 부분을 추적하여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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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사결과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본문아래 항목). 

     

 

6) 검사결과에는 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13.3 검사 결과의 활용 

본 Turnitin 프로그램의 검사결과는 학생 스스로 본인의 과제를 점검고 수정·보완하여 최종 논문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그 결과는 최종성적에 직접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열된 본문을 충분히 읽고 자기가 이해한 바를 본인의 말로 고쳐씁니다(paraphrasing). 이 경우에도 인용의 

출처를 밝힙니다. 인용문이나 다른 이의 견해를 쓸때에는 그것을 자신의 입장에서 평가하여 반드시 자신의 코멘트나 

주장점을 덧붙이는 습관을 갖도록 합니다. 

논문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담당교수님 또는 Academic Board 를 통해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표절(plagiarism)의 흔한 예 

• 학생이 교과목 과제로 다른 사람의 작업물을 제출하는 경우 

• 출처를 적절하게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이나 생각을 베끼는 경우 

• 적절한 출처 표시 여부에 관계 없이, 그 양이 너무 많아 작업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경우 

• 이전에 작성했던 작업물을 제출하는 경우(“자체표절”)   

• 출처 자료를 인용하면서 직접 인용 부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인용부의 출처에 대해 틀린 정보를 제시하는 경우 

•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출처의 단어 표현을 바꾸되 문장 구조는 그대로 베끼는 경우 

• 적절한 소유자를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생각/아이디어를 사용 또는 참조하는 경우 

• 실제 참조되거나 사용되지 않은 출처를 인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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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AC 논문 양식  ver.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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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서체(Font)와 글자크기(Font Size) 

1.2.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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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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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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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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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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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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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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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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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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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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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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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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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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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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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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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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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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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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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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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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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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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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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Tab 들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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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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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각 절(Sections) or 부표제(Heading 2) 

• 소논문(essay)의 경우 각 절의 제목표기는 왼쪽 맞춤, 한 Tab 들여쓰기, 아라비아숫자 및 

포인트 ‘1.1.’로 표기, 13 points, 굵게, 1.5 lines 이다. 

• 학위 논문(Thesis)의 경우 각 절의 제목표기는 왼쪽 맞춤, 한 Tab 들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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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Tab 들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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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Tab 들여쓰기, 아라비아숫자 및 

포인트 ‘1.1.1.’로 표기, 13 points, 굵게, 1.5 lines 이다. 

 

1.11.6 각 목 or 부부부표제(Heading 4) 

• 소논문(essay)의 경우 각 목의 제목표기는 왼쪽 맞춤, 한 Tab 들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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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Tab 들여쓰기, 아라비아숫자 및 

포인트 ‘1.1.1.1.’로 표기, 12 points, 굵게, 1.5 lines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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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본문의 목차와 목차번호 표기의 실례(example) 
 

 

 

  

 

성경전서 연구:  

성서신학에 관한 개론적 접근 
 

  
 1 들어가는 말 (시작하는 말)  
  

 2 신약성서 

 2.1 공관복음 

 2.1.1 마태복음 

 2.1.1.1 마태복음 1 장  

 2.1.1.2 마태복음 2 장 

  

 3 구약성서 

 3.1 모세오경 

 3.2 역사서 

 3.2.1 여호수아 

  

 4 나가는 말 (맺는 말) 

  

 참고 문헌 

 

소논문(essay)의 본문 목차번호 

표기 예 

 
에세이 제목, 18 points, 굵게, 중앙맞춤 

에세이 부제목, 18 points, 굵게, 중앙맞춤 

각 장의 제목, 14 points, 굵게, 왼쪽맞춤 

각 절의 제목, 13 points, 굵게, 왼쪽맞춤 

각 항의 제목, 12 points, 굵게, 왼쪽맞춤 

각 목의 제목, 11 points, 굵게, 왼쪽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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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글 음역 표기 후 이어서 괄호 안에 그 원어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엘로힘(ֱאלֹוִהי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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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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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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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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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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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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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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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현요한, 장로회신학대학교 표준 논문작성법, 개정판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6),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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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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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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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학술 약어 및 기타 약어표는 Turabian 의 저서 A Manual for Writers 와 임원택, 논문작성법 (서울: 

도서출판 대서, 2015), 108-13 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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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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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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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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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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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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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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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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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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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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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목차 표기의 실례(example) 

 

 

 

 목 차 

 

 

 1 들어가는 말 (시작하는 말)  1 

   

 2 신약성서 3 

 2.1 공관복음 3 

 2.1.1 마태복음 

 2.1.2 마가복음 

4 

5 

   

 3 구약성서 7 

 3.1 모세오경 8 

 3.2 역사서 9 

 3.2.1 여호수아 9 

   

 4 나가는 말 (맺는 말) 11 

   

 참고 문헌 13 
 

 

에세이(Assay)의  

목차 표기 예 

 18 points, 굵게, 중앙맞춤, 아래 더블 스페이스 

각 장, 12 points, 굵게, 왼쪽맞춤, 위 싱글 스페이스 

 

각 절, 11 points, 보통, 왼쪽맞춤, 1 Tab 들여쓰기 

각 항, 11 points, 보통, 왼쪽맞춤, 2 Tab 들여쓰기 

각 장과 각 장 사이에 싱글 스페이스 or 더블 스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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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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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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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언 1 장 6 절 주해: 

지혜의 네 가지 유형들에 대한 정의 
 

 

 

 

 

1 들어가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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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잠언 1:6 의 지혜의 네 가지 유형들 

 

히브리 본문을 먼저 문법적으로 분석해 보면 마솰과 멜리짜(멜리짜는 접속사 “베”와 

합하여 움리짜로 음역. 마솰과 멜리짜… 둘 다 “멤”으로 시작), 그리고 디브레 하카밈과 

히도탐(둘 다 복수, 둘 다 “멤”으로…) 눈에 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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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네 가지 용어들의 정의  

2.2.1 마솰 

잠언 1:6 의 마솰(복수는 “메솰림,” 복수 연계형은 “미슐레”)은 위에 말하였듯이 잠언 1:1; 

10:1; 25:1 에도 각각 나타나는 단어이다. 마솰은 우리말로는 영어번역 ‘proverb’를 흉내 내어 

에세이 

적용 예문 
제목, 바탕, 18 points, 굵게, 중앙맞춤 

부제목, 바탕, 18 points, 굵게, 중앙맞춤, 제목과의 상∙하 문장간격 1.5 Lines 

장 제목(표제), 바탕, 14 points, 굵게, 왼쪽맞춤 

장 제목 위 공백 더블 스페이스 

장 제목 아래 공백 싱글 스페이스 

제목 아래 공백 트리플(triple) 스페이스 

 

(triple) 스페이스 

장 제목 아래 공백 싱글 스페이스 

문장 들여쓰기 1 Tab 

절 제목 위 공백 싱글 스페이스 

절 제목(부표제) 위 공백 싱글 스페이스 

절 제목(부표제), 바탕, 13, 굵게, 왼쪽맞춤 

항 제목(부부표제), 바탕, 12, 굵게, 왼쪽맞춤 

제목(표제)을 연이어 표기하는 경우 스페이스를 두지 않는다. 

문장 상∙하 간격 1.5 Lines, 11 points, 양쪽 맞춤 

절(부표제) 이하 하위단위의 제목들 아래는 스페이스를 두지 않는다. 

 
 
 
 
 
 
 

                                                      

5  “To my beloved wife Rebekah Read”등으로 논문을 헌정할 때 덧붙이는 서두 명구(Epigraph)는 

일반적으로 석사학위는 생략하나, 박사학위의 경우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 



 

63 | A l p h a c r u c i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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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네 가지 용어들의 정의  

2.2.1 마솰 

잠언 1:6 의 마솰(복수는 “메솰림,” 복수 연계형은 “미슐레”)은 위에 말하였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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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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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1 멜리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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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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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목은 분명히 갈대아인들(바벨론 사람들)이 주변 열국을 침노하여 노략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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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나가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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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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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제목 위 공백 싱글 스페이스 

절 제목 위 공백 싱글 스페이스 

블록인용 위∙아래 공백 각각 싱글 스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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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 제목(부표제), 바탕, 13, 굵게, 왼쪽맞춤 

항 제목(부부표제), 바탕, 12, 굵게, 왼쪽맞춤 

목 제목(부부부표제), 바탕, 11, 굵게, 왼쪽맞춤 

제목(표제)을 연이어 표기하는 경우 스페이스를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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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인용 상∙하 문장간격 1 Line 

문장 들여쓰기 1 Tab 

논문 안의 모든 글씨체(Font)는 한글인 경우 ‘바탕체’이며, 영문 또는 

기타 외국어(숫자∙기호 포함)일 경우 ‘Times New Roman’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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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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조(Reference) ☞ 각주삽입(Insert Footnote) 순서로 클릭하면 문서 

하단에 자동으로 본문과 각주를 구분하는 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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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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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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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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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루스 데머리스트, 십자가와 구원: 구원론, 이용중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06), 1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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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위의 책, 1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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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A l p h a c r u c i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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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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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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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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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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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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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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A l p h a c r u c i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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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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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벌코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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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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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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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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년 9 월): 2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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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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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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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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강요,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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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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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의 고전들의 각주를 약식으로 표기할 경우 반드시 목차(Table of Contents) 뒤에 

약어표(List of Abbreviations)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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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5 신문(News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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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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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cafe.daum.net/psc-k/8RU4/484  (2018. 1. 22 접속).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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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cafe.daum.net/psc-k/8RU4/484
http://www.ept.org/library/strategic-plan-00.html


 

74 | A l p h a c r u c i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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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89

51111471&orderClick=LAN&Kc= (2018. 1. 22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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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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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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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cafe.daum.net/psc-k/8RU4/484
http://www.becker-posner-blog.com/archives/2006/the_new_ameryc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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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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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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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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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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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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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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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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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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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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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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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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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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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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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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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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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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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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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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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A l p h a c r u c i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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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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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챤다이 

제스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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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ited by Carlos L. Dews.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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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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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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A l p h a c r u c i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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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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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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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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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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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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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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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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cafe.daum.net/psc-k/8RU4/484
http://www.ept.org/library/strategic-plan-00.html
http://cafe.daum.net/psc-k/8RU4/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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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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cod

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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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8.2 미간행 소논문 

• 미간행 에세이(essay)는 필자명 ☞ 에세이 제목 ☞ 논문종류 ☞ 학교나 기관이름 ☞ 지명 ☞ 

에세이 제출일자 순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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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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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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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한다. 

• 한글자료의 기입순서는 저자명의 가나다 순이며, 외국어자료는 알파벳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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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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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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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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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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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학교에서 인터넷 이용 

 

1) 인터넷 연결 

• 학교에서 개인 pc 나 모바일폰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경우 도서관에 등록하고 개인 비밀번호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 학교 웹페이지에서 Current Students => Student Forms 를 클릭합니다. 

 

 

• Online Forms 에서 Library and Internet Forms 를 클릭합니다. 

 

 

• 새 화면에서 Internet Access Form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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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항목을 기입하고 Submit 을 클릭합니다. 

• 인터넷 이용을 할 수 있는 비밀번호가 부여되어 개인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2) WIFI 이 접속 방법 

• 개인 pc 나 모바일폰 WIFI 에서 AC 를 선택  

✓ Password: changetheworld 

• WIFI 에 연결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logon 화면이 뜹니다.                           

✓ Username: 학생번호 

✓ Password: 도서관에서 부여 받은 비밀번호 입력 

 

 

 

 

 

 

• logon 화면으로 자동 연결이 되지 않을 경우 인터넷 주소창에 아래 사이트를 직접 입력합니다.  

• auth.localnetwork.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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