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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틀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학문적 글쓰기에 

자신감을 심어 줄 뿐만 아니라 좋은 훈련 지침서(manual)가 될 것이다. 

본서는 학문적 글쓰기의 알파(alpha)와 오메가(omega)라고 해도 과언

이 아니다. 준학사(Diploma)와 학사(Bachelor), 그리고 석사(Master), 박사

(Doctorate) 과정 연구생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신학을 포함한 

모든 학문 분야의 논문 작성에 이로움을 줄 것이다. 그래서 어디에 내놓

아도 손색이 없음을 자부한다.

본서가 우리 학교의 담벽을 훌쩍 뛰어넘어 전 세계에 흩어진 한인 디

아스포라 공동체의 학문적 성장과 연구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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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Dr. 권오영 박사(PhD)

(알파크루시스대학 한국학부 학장)

본서를 헌정하면서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영

광을 돌린다. 본 논문 작성법 책 출판은 우리 알파크루시스대학(AC)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다. 우리 대학이 해마다 학문적으로 한 단계씩 업그

레이드되며, 괄목할 만한 학문적 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래

서 매우 뜻깊고 경사스럽다. 최성렬 교수를 비롯한 여러 교수들의 숨은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문장은 지식을 담는 그릇(vessel)이며, 문체는 사상을 입히는 의상

(attire)으로 비유된다. 풍부한 지식과 탁월한 사상도 명쾌한 문장과 유려

한 문체로 표현해 내지 못하면, 그 지식과 사상의 품격은 현저히 떨어진

다. 그러므로 ‘학문의 광장’에서 표현력이 곧 실력이고 경쟁력이다. 

본서가 바로 이런 학문적 표현력을 발전시키도록 도울 것이다. 비옥

한 밑거름의 역할을 해줄 것이다. 우리 안에 담긴 생각(idea)의 새싹들이 

우리 AC의 캠퍼스에서 건실하게 자라나 사상(thought)의 꽃으로 활짝 피

고, 마침내 논문(thesis)의 견실한 열매를 맺도록 도울 것이다. 

본서는 학문적 글쓰기(academic writing)를 추구하는 모든 연구자, 교수, 

학생들에게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 글쓰기의 어려움과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 줄 것이다. 학문적 글쓰기의 이론적인 토대를 놓고, 글 구조의 

학문적 글쓰기의 알파와 오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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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그 작성법의 효과적인 측면이란 이론적 설명에만 그치지 않고 

반면에 실례와 예문을 충분하게 삽입한 것이다. 학문적 글쓰기에 익숙

하지 않은 초보 연구자나 학생들을 위한 배려인 셈이다. 논문 작성의 이

론적 설명의 이해가 다소 어려울 경우, 그 예문들이 이해를 돕는 도우미 

역할을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학문적 글쓰기의 A부터 Z까지의 구체적인 작성

법과 연구 방법 소개가 이 책의 또 다른 효과적인 측면이다. 연구와 논

문이 무엇인가라는 개론에서부터 마지막 논문 제출까지의 꼭 필요한 효

과적인 학문적 글쓰기 전 과정을 비교적 자세히 다루었다. 

본 학술 논문 작성과 연구 방법은 주로 신학을 비롯한 인문 계열을 중

심으로 다루었다. 그럼에도 타 전공 분야의 연구와 논문 작성에도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것으로 믿는다. 학문적 글쓰기의 기본 양식은 가

급적이면 논문 작성법의 최고 산맥 중 하나인 시카고 방식(Chicago Style)

의 최신판 원본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였다(“Kate L. Turabian, A Manual for 

Writers of Research Papers, Theses, and Dissertations: Chicago Style for Students and 

Researchers, 9th ed. rev. Wayne C. Booth, Gregory G. Colomb, Joseph M. William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8]”). 그럼에도 언어의 불일치 등으

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한글식 특유의 독특한 논문 작성법은 한국 학계

와 신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그 외 다양한 

참고 서적을 통해 논문 작성법의 전문성을 높이려고 시도했다. 현존하는 

논문 작성법 그리고 연구 방법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국내외 약 5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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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독자들은 소논문(essay), 석·박사 학위 논문(research thesis), 서

평(book-review), 논평(essay-review), 논문 프로포절(thesis proposal) 등 학문

적 글쓰기(academic writing)를 해야만 하는 학생, 연구자, 교수이다. 이 책

의 목적은 그들에게 학위 논문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문적 글쓰기에 관

한 새롭고 효과적인 작성법을 제공하는 것에 있다. 그 새롭고 효과적인 

작성법 안에 가급적이면 학문적 글쓰기의 A(연구 계획)부터 Z(논문 제출)까

지 실제적으로 유용한 방법들을 자세히 담으려고 시도하였다.

그 작성법의 새로운 측면이란 학문적 글쓰기의 실제적인 다양한 샘플

들을 소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때에는 다른 여러 설명들보다 하

나의 샘플이 더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샘플들을 선택할 

때 가급적이면 학생들과 초보 연구자들에게 읽고, 분석하고, 적용하는 

부담을 덜어 주려고 많은 고민을 하였다. 그런 고민 속에서 가능한 학생

들 중의 우수 작품을 샘플들로 선택했다. 

논문과 서평 과제물 등의 평가 기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것이 이 책

의 독특한 또 다른 새로운 학문적 글쓰기 작성법이다. 평가 기준들을 소

개하는 목적은 단순히 학문적 글쓰기의 평가 요소를 제시하기 위한 것

만이 아니다. 그것은 논문 등을 작성하는 학생과 연구자들에게 실제적

인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에서이다. 왜냐하면 평가 기준들은 학문적 글

쓰기 안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또한 그 중요한 부분을 어떻게 다루

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실상 효과적인 논문 작성 안내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 머리말Prefa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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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과 연구자들은 이 책에서 제공하는 학문적 글쓰기에 관한 다

양한 기술, 연구 방법, 양식과 서식, 그리고 새롭고 효과적인 논문 작성

에 대한 실제적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바라기는 이 책을 통

해 에세이와 학위 논문 등의 학문적 글쓰기에 어려움을 가졌던 분들이 

효과적인 도움을 받기를 소망한다. 필자가 사랑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이 책의 독자들에게도 강물처럼 흘어넘치시길 기원드

린다.

2019년 2월

알파크루시스대학 연구실에서

Rev. Dr. 최성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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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주요 전문 서적들을 참고하였다. 물론 그것은 약 130여 권의 기타 

참고 자료들은 제외한 수치이다.

구체적으로 이 책의 제I부에서는 실제적인 논문 작성법을 다루었다. 

이 논문 작성법은 직접적으로는 알파크루시스대학의 학생과 연구자들

을 위한 규범과 매뉴얼이다. 그럼에도 시카고 방식을 사용하여 학문적 

글쓰기를 하는 일반 학생과 연구자들에게도 효과적인 동일한 도움을 줄 

것이다. 각주와 참고 문헌 표기의 실례는 한글 자료 표기뿐만 아니라 

외국어 자료 표기의 실례도 삽입하였다. 최근에 외국어 자료를 인용하

는 사례가 많아졌고, 특히 석·박사 학위 과정 연구자들을 배려했기 때

문이다.

제Ⅱ부는 학문적 글쓰기의 효과적인 기술과 방법을 연구 계획 단계부

터 마지막 논문 제출까지를 자세히 다루었다. 논문 작성과 연구의 기술

과 방법은 학생과 초보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경험 많은 연구자들까지도 

염두하고 작성하였다. 가급적이면 쉽지만 전문성을 갖추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제Ⅲ부에서는 논문 등 학문적 글쓰기의 다양한 실제 샘플

들을 다루었다. 아마도 그 샘플들은 어떤 다양한 설명들보다도 매우 실

제적이고 효과적으로 학문적 글쓰기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특히 학문

적 서평(academic book-review), 논문 프로포절(thesis proposal), 논평(essay-

review) 등의 샘플은 다른 비슷한 유형의 논문 작성법 책들 안에서 발견

할 수 없는 독특한 자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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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논문 작성 일반 양식
(A Manual of Academic Writing)

1.1  문서 작성 프로그램

•  문서 작성 프로그램은 Microsoft Office Word(MS Word)를 사용한

다.2 

1.2  서체(Font)와 글자 크기(Font Size)

1.2.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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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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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2 MS Word와 컴퓨터를 이용한 실제적인 논문 작성법에 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고하라. Jonathan 
Anderson and Millicent Poole, Assignment and Thesis Writing, 4th ed. (Milton: John Wiley & Sons 
Australia Ltd., 2001); Dorothy U. Seyler, Read, Reason, Write: An Argument Text and Reader, 6th ed. 
(New York: McGraw-Hill Higher Education, 2002); Kate L. Turabian, A Manual for Writers of Research 
Papers, Theses, and Dissertations: Chicago Style for Students and Researchers, 9th ed. rev. Wayne C. Booth, 
Gregory G. Colomb, and Joseph M. William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8); Wayne C. 
Booth et al., The Craft of Research, 4th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3).

모든 논문은 그 내용과 함께 구성 양식도 평가 대상이 된다. 논문 양

식의 양대 산맥은 하버드 방식(Harvard Style)과 시카고 방식(Chicago Style)

이다. 일반적으로 하버드와 시카고 방식이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국

가별, 대학별, 혹은 연구 분야별로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구체

적인 논문 양식은 각 대학의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1

본 제1부에서 다루는 논문 양식은 일반학계와 신학계에서 일반적으

로 통용되고 있는 논문 작성법에 준하여 일관성(consistency)과 정확성

(accuracy)의 원칙을 적용하였다. 일관성의 원칙은 학생과 연구자 개인의 

완성도 높은 학문적인 결과물을 위한 것이다. 그와 동시에 학문 공동체

인 대학교의 통일된 양식을 제공하기 위해 일관성의 원칙을 적용하였다. 

정확성의 원칙은 하나의 연구 논문이 또 다른 연구를 위한 참고 자료

(reference)가 된다. 만약 연구 논문 안에 논문 작성법의 오류가 존재한다

면 그 논문은 참고 자료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논문 작성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 I 부 : 논문 양식

  A Manual of Academic Writing

1 일반학계와 신학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카고 양식(Chicago Style)의 가장 권위 있는 논문 작

성법에 관한 안내서는 케이트 L. 트레이비언(Kate L. Turabian)의 저서이다. 앞서 머리말에서 언급한 것

처럼 이 책의 제1부인 논문 양식의 기본 메뉴얼은 주로 그의 저서 A Manual for Writers of Research Papers, 
Theses, and Dissertations의 제9판을 참고하였다. 그 외에도 논문 양식과 연구 방법에 대하여 약 50여 권의 

국내외 해당 관련 전문 서적들과 약 130여 개의 기타 자료들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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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용지 여백(Margins)

•용지 여백은 MS Word에 설정된 ‘Normal’을 사용한다.

•위, 아래, 좌, 우 2.54cm이다.

1.5  행 정렬

•논문 제목은 중앙 맞춤(Centre)이다.

•  논문 각 장, 절, 항, 목(부제, 부부제, 부부부제)의 제목은 왼쪽 맞춤(Left)

이다(석·박사 학위 논문의 경우는 ‘1.23 적용 예문’을 참고하라).

•본문과 각주 그리고 참고 문헌 등의 내용은 양쪽 맞춤(Justify)이다.

1.6  줄 간격, 문단 공백, 문단과 문장 구성

1.6.1 줄 간격(Line)

•본문의 경우 상하 줄 간격은 1.5 lines이다.

•  본문 안에서 제목과 부제목을 연이어 표기할 경우 제목 간의 줄 간

격도 1.5 lines이다.

•  블록 인용문(block quotation, 문단 직접 인용) 내의 상하 줄 간격은 1 line

이다.

•각주의 상하 줄 간격도 1 line이다.

•참고 문헌의 상하 줄 간격은 본문과 마찬가지로 1.5 lines이다.

•  목차, 표 목록, 약어 목록 등은 1 line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항목과 항목 사이에 한 줄을 비우기도 한다. 

•  본문 내의 외국어 및 각종 기호(?, !, &, IV, 4…) 등의 서체도 Times 

New Roman이다.

1.2.2 제목 및 부제목

•논문 제목, 각 장의 표제 등은 굵은 글씨체(bold)를 적용한다.

•  글자 크기의 경우 논문 제목(Title)과 부제목은 18 points, 각 장

(Heading 1) 제목은 14 points, 각 절(Heading 2) 제목은 13 points, 각 항

(Heading 3) 제목은 12 points, 각 목(Heading4) 제목은 12 points(sizes)이

다. 그 외 하위 단위 소제목은 모두 12 points(sizes)이다.  

*   연구 논문과 석·박사 학위 논문(thesis & dissertation)의 경우 각 부(parts)의 제

목과 부제목, 그리고 각 장(chapters)의 제목 역시도 18 points이다. 본문의 목차

와 목차 번호 표기의 실례(example)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1.11.7을 참고하라.

1.2.3 각주, 참고 문헌 및 블록 인용문

•각주의 글자 크기는 10 points이다.

•블록 인용문 내의 글자 크기도 10 points이다.

•  참고 문헌의 글자 크기는 한글 논문의 경우 11, 영어 논문은 12 points

이다.

1.3  용지 크기(Paper Size)

•용지 크기는 A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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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장의 제목과 그 아래의 첫 문장 또는 각 절 제목 간의 공백은 트

리플(triple) 스페이스를 적용한다.

•  나머지 각 절, 각 항, 각 목의 제목과 그 위 문장 간의 상하 공백은 

더블 스페이스, 아래 문장 간의 공백은 싱글 스페이스를 둔다.

•  블록 인용과 상하 문단 간의 공백은 싱글 스페이스를 적용한다.  

*   석·박사 학위 논문의 문단 공백에 관한 자세한 실례는 1.23을 참고하라.

1.6.3 문단과 문장 구성

1.6.3.1 문단(Paragraph) 구성3

•  각 문단(또는 단락)은 그 내용에 따라 나누되 최소 두세 문장(sentences) 

이상으로 구성한다. 두세 문장 이하의 짧은 단락은 강조하고자 하

는 진술에만 사용한다.

•  각 문단은 최소 다섯 줄(5 lines) 이상으로 구성한다. 가능하면 각 문

단을 5줄 이상, 15줄 이하로 구성하면 좋다. 

•  반 페이지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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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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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문단 구성에 관한 기술과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고하라. 구자길, 장남숙, 에세이 작성 원

리와 연습 (서울: 종합출판 EnG, 2009), 5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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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이

스를 적용한다.

•  나머지 각 절, 항, 목의 제목(부/부부제목 Heading 2)과 그 위 문단 간

의 공백 역시도 더블 스페이스를 적용한다.

•  각 장의 제목과 그 아래의 첫 문장 간의 공백은 싱글 스페이스를 적

용한다.

•  나머지 각 절, 각 항, 각 목의 제목과 그 아래의 첫 문장 간의 공백 

역시도 싱글 스페이스를 적용한다.

•  블록 인용 문단과 그것의 상하 문단 간의 공백은 싱글 스페이스를 

적용한다.  

*   소논문의 문단 공백에 관한 자세한 실례(example)는 1.23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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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내의 문단과 문단 간에는 스페이스를 적용하지 않는다.

•  각 부(parts)와 장(chapters)의 번호와 제목은 새로운 페이지에서 시작

한다. 특히 박사 학위 논문(dissertation)같이 매우 긴 논문은 각 부 또

는 장 앞에서 페이지 나누기를 하면 좋다. 페이지 나누기는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페이지 및 구역 나누기’(next page)를 하면 된다. 페이

지 나누기를 한 후 각주 번호를 재설정하면 그 시작 페이지에서 각

주가 자동으로 1번부터 다시 시작된다.

•  각 부와 장의 번호와 제목은 두 줄로 각각 구분하여 표기하되 상하 

줄 간격은 1.5 lines를 적용한다. 만약 그 제목이 짧은 경우 한 줄로 

표기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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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 직접 인용문 안에서 재차 인용 부호를 쓸 경우에는 홑따옴표 

또는 작은따옴표( ‘ ’ )를 사용한다.

•  직접 인용의 경우 각주 처리는 일반적으로 문장 말미에 표기한다.

•  겹따옴표를 연이어 사용할 경우 콤마부호( , )는 그 기호 안에다 삽

입한다. 예⃝ “미아,” “우시아,” “트레이스,” “휘포스타세이스.”

•  겹따옴표로 문장을 마칠 경우 마침표( . )를 그 안에 표기한다.  

예⃝ “신학이란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다.”

•  문장 직접 인용 후에 괄호 기호로 문장을 마칠 경우 마침표는 괄호 

뒤에 표기한다. 예⃝ “그리스도의 영으로 감동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바울은 주장한다(참조, 롬 8:9).”

1.8.2 블록 직접 인용(Block Quotations)

•  네 줄 이상의 긴 직접 인용은 블록 인용으로 한다. 이때는 겹따옴표 

(“ ”)를 표기하지 않고, 이탤릭체(또는 기울임꼴) 표기도 하지 않는다. 

블록 인용문 자체가 직접 인용 표기이다. 

•  직접 인용문이 네 줄 미만일 때도 특별히 강조하고자 할 때는 블록 

인용문으로 표기할 수 있다.

•  직접 인용문의 길이는 가능하면 반 페이지를 넘어서는 안 된다. 지

나치게 길고 빈번한 블록 인용의 사용은 표절 시비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 논문 안에 직접 인용 부분이 15%가 넘을 경우 표절

(plagiarism)로 본다.

•  긴 블록 인용문의 경우 인용문 안에서 문단을 둘로 나눌 수 있다. 

이때 두 번째 문단의 첫 문장은 들여쓰기를 적용한다.

•  블록 인용 안에서 강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탤릭체(Italic)로 표

기할 수 있으며, 문단 말미에 괄호 기호를 사용하여 “이탤릭체는 본 

필자의 강조임”을 표기해야 한다. 예⃝ (이탤릭체는 본 필자의 강조임.)

•  블록 인용 안에서 재차 인용 부호를 쓸 경우에는 겹따옴표(“ ”)를 사

•  가능하면 ‘나’ 같은 1인칭 주어로 시작되는 문장을 피하고, 지나치

게 주관적인 표현들도 피하는 것이 좋다.

1.7  들여쓰기

•  각 문단의 첫 글자, 블록 인용의 시작 위치, 각주의 첫 글자는 모

두 들여쓰기를 한다. 이때 일관성의 원칙에 따라 들여 쓴 위치가 

모두 같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키보드의 1 Tab(또는 4글자)을 들여쓰

기 한다.  

*   들여쓰기 위치에 관한 실례는 1.23을 참고하라. 

•각주도 문장이므로 첫 글자에 들여쓰기를 적용해야 한다.

•  블록 인용의 경우 문단 전체에 이미 들여쓰기를 적용하였으므로, 

재차 첫 문장의 첫 글자에 들여쓰기를 적용하지 않는다. 블록 인용 

들여쓰기는 ‘왼쪽 들여쓰기’를 적용한다. 이때 들여쓰기를 한 위치

가 각주 및 본문의 첫 문장 들여쓰기 위치와 같아야 한다.  

* 블록 인용에 관한 자세한 실례는 ‘1.23 적용 예문’을 참고하라.

•  각 장, 절, 항, 목 표제 아래의 첫 문장도 들여쓰기를 적용한다. 블

록 인용문을 제외한 모든 문장은 일관되게 Tab 키(또는 4글자)를 이용

하여 들여쓰기를 한다.

1.8  직접 인용(Direct Quotation)

1.8.1 문장 직접 인용(삽입 인용문, Run-in Quotation)

•  네 줄 미만의 짧은 직접 인용은 문단 안에서 기입하고, 겹따옴표

(double quotation marks) 또는 큰따옴표(“ ”)를 사용하여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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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직접 인용 내 줄임표

•직접 인용 안에서 줄임표(…)를 사용할 수 있다.

•  직접 관련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긴 인용을 피하기 위해서, 혹은 

긴 문단에서 비평적인 부분만을 추출하기 위해서 인용 내용을 부분

적으로 얼마든지 생략할 수 있다. 

•줄임표는 구두점 3개(…)로 표기한다. 

•  줄임표는 직접 인용의 시작, 중간, 혹은 끝 그 어디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  직접 인용 내에서의 줄임표 사용시 주의 사항은 원래의 의미가 변

경되지 않도록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1.8.5 직접 인용 시 기타 주의사항

•  직접 인용을 한 경우에는 문장 그대로 구두점, 맞춤법 및 대소문자 

등을 포함해서 원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제시해야 한다. 

•  원본에 철자 등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sic]를 써서 옮기는 과정에

서 생긴 오류가 아님을 표기해야 한다(sic는 라틴어 단어로 ‘원문대로’

라는 뜻이다). 예⃝ The average American “cannot use a coma [sic] 

properly.”

•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 인용문에 명백한 오타가 발견될 때는 특별한 

언급 없이 수정해도 무관하다.

•  참고 자료의 6단어 이상 동일한 표현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직접 

인용 표기를 해야 한다.

•  만약 어느 학문 영역의 독특한 아이디어나 특별히 중요한 전문 용

어일 경우 2단어 이상 동일한 표현은 직접 인용 표기를 해야 한다.

용한다.

•  블록 인용 전에 문장으로 인용문을 소개할 때는 문장의 마지막 끝

에 콜론 부호( : )를 삽입한다. 

•  블록 인용의 전체 문단은 왼쪽으로 한 Tab(또는 4글자) 들여쓰기를 

한다. 이때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첫 문장 들여쓰기’(각주 들여쓰기 포

함) 위치와 ‘블록 인용 들여쓰기’ 위치의 여백이 동일해야 한다.  

* 블록 인용에 관한 자세한 실례는 1.23을 참고하라.

•블록 인용 문단의 글자 크기는 10 points이다.

•블록 인용 내의 문단 상하 간격은 1 line으로 한다.

•블록 인용의 경우 문단의 마지막 문장 말미에 각주 처리를 한다.

1.8.3 직접 인용을 적용하는 경우

•  직접 인용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너무 많은 자료들을 직접 

인용하는 것은 주의하여야 한다. 직접 인용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학생들이 자신의 표현으로 논증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잘못이다. 

•  직접 인용을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저자의 표현이 독창적이어서 그 표현을 더 향상시키기 어려운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에세이에 직접 인용을 하여 논문의 논점

을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된다.

 -   저자의 어느 주장을 비평하거나 논평하기 위해서 직접 인용을 

사용하기도 한다.

•  그 이외의 경우에는 반드시 인용 내용을 학생 자신의 표현과 용어

로 말을 바꾸어서(Paraphrasing) 논술해야 하며, 이와 같은 간접 인용 

후에도 인용 표기법에 따라 반드시 각주 처리를 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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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A)’를 변경해 주면 된다.

•페이지 번호 표기는 바탕, 11폰트, 중앙 맞춤으로 표기한다.

•페이지 번호에 다른 디자인은 적용하지 않는다.

•  오직 논문의 겉표지에만 페이지 번호를 기입하지 않는다. 이때 논

문의 겉표지 안에 페이지 번호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을 방지하려

면 ‘페이지 나누기’를 하면 된다.

1.11  본문 내의 목차 번호 기입 방식

•  본 항목 안에서 다루는 목차 번호 기입 방식에 관한 안내(guide)는 행 정

렬, 들여쓰기, 글씨체, 글씨 크기, 텍스트 굵기 표기, 줄 간격 순이다.

1.11.1 논문 제목(Title)

•  논문 제목 표기는 중앙 맞춤, 바탕(Times New Roman), 18 points, 굵

은 글씨체, 1.5 lines(부제목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논문 부제목 표기는 제목 옆에 콜론 부호( : ) 사용, 18 points, 굵은 

글씨체, 제목과의 줄 간격 1.5 lines이다.

1.11.2 각 부 (Parts) 

•  연구 논문, 졸업 논문, 석·박사 학위 논문(thesis and dissertation) 같이 

장들(chapters)이 많은 경우 그 내용에 따라 부(parts)로 구분할 수 있

다. 준학사와 학사 소논문(essay)의 경우 따로 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  오직 각 부의 목차 번호만은 아라비아 숫자가 아닌 로마 숫자 대문

자(I, II, III, IV, V, VI, VII)로 표기한다.

•  각 부의 제목 표기는 중앙 맞춤, 바탕(Times New Roman), 18 points, 

굵은 글씨체, 1.5 lines이다.

1.9  간접 인용(Indirect Quotation)

•  참고 자료들의 내용을 요약하거나 간접 인용을 할 경우에는 반드

시 학생 자신의 표현과 용어로 말을 바꾸어(paraphrasing) 서술해야

만 한다.

•이때 저자의 의미가 왜곡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간접 인용한 내용은 반드시 각주 처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표절 문제가 발생한다.4

•  다른 저자의 신학 작품 내용뿐만 아니라 제목들과 목차까지도 인

용 표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학문적 글쓰기(academic 

writing)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  어느 참고 자료 안에 있는 하나의 독특한 학문적 아이디어를 모방

하여 자신의 글 속에 반영할 때도 반드시 각주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1.10  페이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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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  본문부터의 페이지 번호는 아라비아 숫자(1, 2, 3, 4, 5)로 표기한다. 

이때 페이지 번호 표기가 바뀌는 관계로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페

이지 및 구역 나누기’를 하면 된다. 또한 ‘삽입’의 ‘페이지 번호’를 

클릭한 후, ‘페이지 번호 서식’에 들어가서 ‘번호 서식(F)’과 ‘시작 번

4 표절 예방에 관한 기술과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고하라. Kate L. Turabian, Student’s 
Guide to Writing College Papers, 4th ed. rev. Gregory G. Colomb, and Joseph M. William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8), 99-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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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각 항(Subsections) or 부부표제(Heading 3)

•  소논문의 경우 각 항의 제목 표기는 왼쪽 맞춤, 아라비아 숫자 및 

포인트 ‘1.1.1’로 표기, 12 points, 굵게, 1.5 lines이다.

•  학위 논문의 경우 각 항의 제목 표기는 왼쪽 맞춤, 아라비아 숫자 

및 포인트 ‘1.1.1’로 표기, 13 points, 굵게, 1.5 lines이다.

1.11.6 각 목 or 부부부표제(Heading 4)

•  소논문의 경우 각 목의 제목 표기는 왼쪽 맞춤, 아라비아 숫자 및 

포인트 ‘1.1.1.1’로 표기, 12 points, 굵게, 1.5 lines이다.

•  학위 논문의 경우 각 목의 제목 표기는 왼쪽 맞춤, 아라비아 숫자 

및 포인트 ‘1.1.1.1’로 표기, 12 points, 굵게, 1.5 lines이다.

1.11.7 본문의 목차와 목차 번호 표기의 실례(Example)

제 I 부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

제1장

서론

1.1 본 연구의 배경: 문제 제기

1.2 연구 질문들

1.3 본 연구 주제와 관련된 개념 설명

1.4 연구 방법론

1.5 연구의 범위

1.6 본 연구의 목적과 공헌점들

각 부의 번호, 18 points, 굵게, 중앙 맞춤

각 부의 제목 or 부제목,

18 points, 굵게, 중앙 맞춤

각 장의 번호, 18 points, 굵게, 중앙 맞춤, 
새 페이지에서 시작

각 장의 제목, 18 points, 굵게, 중앙 맞춤, 상하 
줄간격 1.5 lines, 아래 문단과의 공백 트리플 
스페이스

학위 논문(Thesis)의 본문 내 목차와 번호의 표기 예

•  각 부의 부제목 표기는 제목 옆에 콜론부호( : ) 사용, 18 points, 굵

은 글씨체, 각 부의 제목과의 줄 간격은 1.5 lines이다.

•  각 부는 1페이지 전체를 할애하여 표기한다. 따라서 각 부의 다음

에 오는 각 장은 그 다음 페이지에서 시작한다.

1.11.3 각 장(Chapters) or 표제(Heading 1)

•  에세이의 경우 각 장의 제목 표기는 왼쪽 맞춤, 아라비아 숫자 ‘1’로 

표기, 14 points, 굵게(bold), 1.5 lines이다. 각 장을 아라비아 숫자

로 표기한 후 마침표( . )는 생략한다.

•  학위 논문(thesis)의 경우 각 장의 제목 표기는 가운데 맞춤, 각 장

과 제목 표기는 두 줄로 표기, 아라비아 숫자 및 문자 ‘제1장’으로 

표기, 각 장 표기는 18 points, 제목 표기는 18 points, 굵게(bold), 

1.5 lines이다.

•  소논문(essay)의 경우 각 장의 제목과 바로 위 단락 간의 공백은 ‘더

블 스페이스’를 둔다.  

*   각 장의 제목과 상하 단락 간의 공백에 관한 자세한 실례는 1.23을 참고하라.

•  석·박사 학위 논문의 경우 각 장의 마지막 페이지 중간에서 비록 

문장이 마치더라도 다음 장(Chapter)의 시작은 그 다음 페이지에서 

새로 시작한다. 

•  박사 학위 논문의 경우 각 장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페이지 나누기’

를 적용하면 각주를 보다 효율적으로 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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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논문의 경우 각 절의 제목 표기는 왼쪽 맞춤, 아라비아 숫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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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위 논문의 경우 각 절의 제목 표기는 왼쪽 맞춤, 아라비아 숫자 

및 포인트 ‘1.1’로 표기, 14 points, 굵게, 1.5 line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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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기독교 강요 내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라는 이중 구조

4.2 기독교 강요의 구조와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

제5장

기독교 강요 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적 범위

5.1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삼위일체론

5.2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회론

제6장 

결론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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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장 

2.1.1.2 마태복음 2장

에세이 제목, 18 points, 굵게, 중앙 맞춤

에세이 부제목, 18 points, 굵게, 중앙 맞춤

각 장의 제목, 14 points, 굵게, 왼쪽 맞춤

각 절의 제목, 13 points, 굵게, 왼쪽 맞춤

각 항의 제목, 12 points, 굵게, 왼쪽 맞춤

각 목의 제목, 12 points, 굵게, 왼쪽 맞춤

소논문(essay)의 본문 목차 번호 표기 예

제2장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비유적 표현들

2.1 그리스도 안에

2.1.1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

2.1.2 그리스도가 신자 안에

2.1.2.1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2.1.2.2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2.2 그리스도 안에 참여

2.3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2.4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심

제3장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신학적 의미들

3.1 초월적 연합

3.2 실제적 연합

3.2.1 유기적 연합

3.2.2 실체적 연합

3.3 영적 연합

3.4 신비적 연합

제 II 부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칼빈 신학 :

신학적 구조와 교리적 범위

제4장

기독교 강요 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신학적 구조

각 절의 제목, 14 points, 굵게, 왼쪽 맞춤, 아래 공백 싱글 스페이스

각 항의 제목, 13 points, 굵게, 왼쪽 맞춤, 아래 공백 싱글 스페이스

각 목의 제목, 12 points, 굵게, 왼쪽 맞춤, 아래 공백 싱글 스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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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틴어와 독일어 등의 외국어들의 경우 영어와의 명확한 구분을 위

해 원어에 이탤릭체 표기를 한다.  

예⃝ 우나(una), 숩스탄티아(substantia), 키르케(kirche)

•  같은 단어의 두 번째 사용부터는 한글 음역만을 표기한다.  

예⃝ 엘로힘, 키르케

•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건은 가급적이면 해당 년도를 표기한다.  

예⃝ 니케아 공의회(Council of Nicaea, 325)에서…

•  ‘전문 신학 용어’ 또는 ‘강조’가 아닐 경우는 괄호를 이용하여 한자, 

영문, 기타 외국어 표기를 가급적이면 자제해야 한다. 과도하게 사

용할 경우 오히려 논문의 구성력에 방해가 된다.

•  그러나 짧은 단어나 어구가 아닌 두 줄 이상의 긴 외국어 자료를 인

용할 때는 로마체를 사용한다. 원서에서 이탤릭체로 표기되었을 때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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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칼빈은…

•  한글 음역 표기 후 이어서 괄호 안에 그 해당 원어 명을 적어 넣는

다. 인물일 경우 성과 이름(Full Name)을 모두 원어로 표기한다.  

예⃝ 칼빈(John Calvin)은…

•  고유 명사인 외국의 이름과 지명의 첫 글자는 항상 대문자로 표기

한다. 예⃝ 루터(Martin Luther)는 비텐베르크(Wittenberg)에서…

•  매우 중요한 신학자나 인물일 경우 가급적이면 생몰 연도를 제시한

다. 예⃝ 칼빈(John Calvin, 1509-1564)은…

•  같은 이름의 두 번째 사용부터는 한글 음역만을 표기한다.   

예⃝ 루터는…

3 구약성서

3.1 모세오경

3.2 역사서

3.2.1 여호수아

4 나가는 말 (맺는말)

참고 문헌

1.11.8. 서론과 결론

•서론과 결론은 하나의 장(chapter)으로 처리한다 

•  ‘서론’ 또는 ‘결론’이라는 용어는 최근에 덜 사용하는 추세이다. 대

신에 ‘들어가는 말’(시작하는 말) 또는 ‘나가는 말’(맺는말)이라는 용어를 

보다 많이 사용하는 추세다. 

•  연구 논문 및 석·박사 학위 논문 내에서는 여전히 서론(Introduction)

과 결론(Conclus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1.12  원어, 전문 용어, 외국인명 및 외국어 도서 표기법

1.12.1 원어 및 전문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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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엘로힘(ֱאלֹוִהים)

•  만약 원어의 표기가 어려울 경우는 그 대신에 영문의 음역으로 기

록할 수도 있다. 예⃝ 엘로힘(Elo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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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괄호는 일반적으로 소괄호‘( )’를 사용한다.

•  소괄호‘( )’ 안에 또 다른 괄호를 재차 사용할 때는 대괄호(또는 각괄

호)‘[ ]’를 사용한다. 예⃝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또는 삼위일체 하나

님과의 연합 사상] 관점으로)

1.14  성경 구절 표기법

•  본문의 문장에서의 성경 구절은 책명 전체를 표기한다. 예⃝ 갈라디

아서 2:20-21 안에서 언급하는…, 또는 갈라디아서 2장 20-21절 

안에서 의미하는…

•  그러나 괄호 안과 각주 내에서의 성경 구절은 약어로 표기한다.   

예⃝ (갈 2:20-21), 갈 2:20-21

•  문장 안에서 성경 구절을 인용할 경우 직접 인용부호(“ ”)를 표기

하고, 가능한 겹따옴표 말미에 괄호를 사용하여 해당 성경책명과 

장·절을 약어로 표기한다.   

예⃝ 바울은 우리가 “성령의 전”(고전 6:19)이라고 강조한다.

•  성경 구절로 문장을 마칠 경우에는 마침표 또는 단락점(fullstop)을 

괄호 뒤에 기입한다.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요일 4:16).

•  여러 다른 성경책 구절들을 한꺼번에 표기할 경우는 세미콜론 부호

( ; )를 사용하여 구분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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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명을 생략한다. 예⃝ 갈 2:20-21; 3:1-4; 4:6.

•  한편 같은 성경책 내 같은 장 안의 다른 구절들을 연이어 표기할 경

우 두 번째부터는 콤마 부호( , )를 사용한다. 예⃝ 갈 3:2, 5-6, 26-27.

•  본문 안에서 그 내용상 성경 구절에 대한 참조를 언급할 경우 괄호

•  인물 이름일 경우 직책은 생략한다. 예⃝ 최성렬이 강조하는…

•  같은 신학자 이름이 한글로 다르게 음역된 경우 하나의 이름으로 

통일하면 된다.

•  영어가 아닌 기타 외국어의 인명과 지명의 경우는 이탤릭체로 표기

하지 않는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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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Union with Christ

•  석·박사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의 제목인 경우에는 로마체로 표

기하되, 겹따옴표를 제목 앞뒤에 삽입한다.   

예⃝ “Re-reading Calvin as Constructive Proposal”

•  본문 안에서 외국 신학자를 언급한 경우 해당자의 1차 자료(번역서 

포함)를 각주로 표기해야만 한다. 2차 자료를 인용한 경우에는 1차

자료를 먼저 표기한 후, 그 다음 해당 2차 자료를 표기하고 ‘재인용’

이라고 표기한다. ‘재인용’ 표기를 충실하게 표기하지 않을 경우 표

절 의심을 받을 수 있다.

1.13  괄호

•  괄호는 단어나 문장 다음에 설명문이나 추가 사항을 덧붙일 때 사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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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 약어의 유형

•  약어는 단어의 머리글자만을 차용하여 만든 두문자어를 하나의 단

어로 발음하는 약성어(acronym)라는 유형이 있다. 예⃝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  한편 머리글자를 개별적으로 발음하는 또 다른 유형의 약어인 약칭

어(initialism)가 있다. 예⃝ 씨디(CD)＝교회 교의학, Church Dogmatics

•  이 모든 형식을 약어(abbreviation)라는 일반 용어로 총칭한다.

1.15.2 약어의 형식

•  약어는 모두 대문자나 소문자로 표기하기도 한다.  

예⃝ BC, AD, a.m., p.m. 등

•  한편 약어는 또한 대소문자를 결합하여 표기하기도 한다.  

예⃝ PhD, Gov. 등

•  인용 표기에 자주 사용하는 editor, translator, volume 같은 단어의 

약어는 ed., trans., vol. 등으로 표기한다. 복수형은 끝에 s(eds.)를 

붙이며, 약어의 끝자가 s(trans.)라면 재차 s를 붙이지 않는다.

1.16  구두점(Punctuation)

1.16.1 세미콜론(Semicolon)

•  세미콜론( ; )은 다양하게 사용하나 특히 연속하여 인용 성구와 인용

자료를 표기할 때 그 구분점으로 사용한다.

 예⃝ 1 :   요 15:5; 갈 2: 20; 골 1: 27; 요 15: 5; 고전 15: 22; 고후 5:17.

 예⃝ 2 :   현요한, 장로회신학대학교 표준 논문 작성법, 개정판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6), 47; 김기홍, 논문 작성 이렇

게 해라, 개정 증보판 (서울: 시대의 창, 2016).

를 이용하여 해당 성구 다음에 ‘참조’라고 표기한다. 예⃝ 마태의 종

말론이 나타난다(마 28:20 참조).5

•  성서의 약어는 한글성경의 경우 개역개정판에 명시된 약어표를 사

용하고, 영어성경의 경우 NIV에 명시된 약어표를 사용한다.

1.15  약어(Abbreviation)

•  논문의 본문 안에서는 전문성과 학문성을 높이기 위해 가급적이면 

약어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

•  약어는 주로 인용 출처, 표와 그림 등에서 표기한다.

•  고전 등과 같이 논문 안에서 반복하여 다루는 도서의 제목(CD＝Church 

Dogmatics), 인물(K. Barth＝Karl Barth), 직업명(Rev.＝Reverend), 학위

명(PhD＝Doctor of Philosophy), 단체명(YMCA＝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지명(NY＝New York), 주소(Ave.＝Avenue), 시간·일·월·연

대(a.m.＝ante meridiem, Sun.＝Sunday, Jan.＝January, AD＝anno Domini), 

측량 단위(kg＝kilograms), 그리고 전문 용어들(Ibid.＝ibidem, in the same 

place)은 약어로 표기할 수 있다.6

•  소논문의 인용 안에서 약어를 사용할 경우 첫 인용에서 약어 사용

을 명시한다. 

•  석·박사 학위 논문의 경우처럼 약어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

어표를 따로 만들어 목차 뒤에 삽입한다.

5 현요한, 장로회신학대학교 표준 논문 작성법, 개정판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6), 47.
6 학술 약어 및 기타 약어표는 Turabian의 저서 A Manual for Writers와 임원택, 논문 작성법 (서울: 도

서출판 대서, 2015), 108-13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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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에 외국어명 안에서의 수는 로마 숫자로 표기해 구분한다.  

예⃝ Pope John Paul II

1.18  철자법(Spelling)과 교정(Proofreading)

•  철자법, 오타, 띄어쓰기 오류 등도 평가 요소에 포함된다. 

•  철자법 오류를 피하기 위해 소논문의 경우 반드시 2~3차례 이상의 

교정을 보아야 한다.

•  교정은 MS 워드 ‘검토’ 기능의 ‘맞춤법 및 문법 검사’ key를 통해 

할 수 있다.

•  석·박사 논문의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 교정사(professional proofreader)

를 통해 철자법뿐만 아니라 내용, 문법, 논문의 형식과 구조, 그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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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하는 경우.

•  필자 자신의 견해와 비평은 거의 없고, 대신에 참고 문헌들 이곳저

곳의 내용들을 그대로 짜깁기한 경우.

•  적절한 출처 표기를 생략한 상태로 타인의 아이디어나 저작물을 마

치 자신의 견해처럼 부당하게 그대로 사용한 경우.

•  적절한 출처 표기와 상관없이 직접 인용 내용이 과제물의 대부분을 

1.16.2 콜론(Colon)

•  콜론( : ) 역시도 다양하게 사용하나 특히 예를 들거나, 아니면 블록 

인용문으로 신학적 진술을 나열할 때도 사용한다.

 예⃝ 1: “예: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

 예⃝ 2: “칼빈의 다음의 진술은 그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한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얻은 후에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혜택을 함께 나누는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
실 때, 그분이 우리와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가 그분의 육체의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나의 생명과 본질(만약 내가 그렇게 말
했어도 괜찮다)로 연합되기 시작했을 때이다.

 이와 같이 칼빈은…”

1.16.3 구두점이 겹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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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어의 마침표가 문장의 맨 마지막에 올 경우 그 뒤에 또다시 마침

표를 표기하지 않는다. 예⃝ The event occurred at 8:30 a.m. 

•  약어로 끝나지만 그 뒤에 물음표( ? )나 느낌표( ! )가 붙을 때는 구

두점을 겹쳐서 표기할 수 있다. 예⃝ Will you buy the stocks of 

Samsung Inc.?

1.17  숫자(Numbers) 표기법

•  문장의 첫 머리에 수를 표기할 때는 숫자로 쓰지 않고 반드시 문장

으로 풀어서 써야 한다. 예⃝ 열두 사도들 중에 베드로는…

•  교황, 황제, 성인 등의 이름 안에 있는 수를 한글로 표기할 때는 아

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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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목차(Table of Contents)

•  에세이의 경우에는 목차를 첨부해야 한다. 

•  에세이 외에 기타 과제물들은 목차를 생략해도 무관하다.

•  간편한 목차 만들기는 MS Word의 Styles에서 Heading 처리를 한 

후 ‘참조’란에 들어가서 ‘목차’를 클릭하면 생성된다.

•  목차의 각 장, 절, 항 제목 말미에 페이지 수를 표기한다. 목차는 

간결성을 원칙으로 각 절 단위의 제목까지만 표기한다(예⃝ 1.1). 그 

이하 단위의 소제목은 목차에 표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본문 안에

서는 항·목 이하 단위(예⃝ 1.1.1.1)의 소제목까지도 표기할 수 있다.

•  하위 단위 소제목 번호는 상위 단위 번호보다 1 Tab(또는 네 글자)씩 

들여 쓴다.

•  각 부의 제목 위 공백은 더블 스페이스이며, 아래 공백은 싱글 스페

이스이다.

•  각 장의 제목 위 공백은 싱글 스페이스이며, 그 외 하위 단위의 제

목들 위에는 스페이스를 두지 않는다.

•  글씨 크기는 목차 18 points, 각 장의 제목은 12 points이며, 글씨 굵

기는 ‘굵게’로 표기한다. 

•  그 외 각 절, 항, 목의 번호와 제목의 글씨 크기는 11 points이며, 

글씨 굵기는 ‘보통’으로 표기한다.

•  페이지 번호의 글씨 크기도 11 points이며, 글씨 굵기도 ‘보통’으로 

표기한다.

•  석·박사 학위 논문의 자세한 목차 규정은 ‘목차 표기의 실례 

1.20.1’을 참고하라.

차지하는 경우(직접 인용 부분이 전체 논문의 15% 이상인 경우).

•  연구자 자신의 동일 또는 유사한 학문적 저작물을 인용 표기 없이 

중복하여 게재한 경우. 이때는 ‘자체 표절’이 된다.

•  참고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직접 인용 부호를 표기하지 않는 

경우.

•  의도적으로 인용부의 출처에 대해 틀린 정보를 제시하는 경우.

•  적절한 출처 표기 없이 출처의 단어 표현은 살짝 바꾸되, 그러나 문

장 구조는 그대로 복사하는 경우.

•  인용 표기 없이 참고 자료를 6단어 이상 동일한 표현을 그대로 사

용할 경우. 

1.19.2 표절 검사

•  모든 소논문(essay)과 학위 논문(thesis & dissertation)은 의무적으로 표

절 검사를 해야 한다.

•  알파크루시스대학의 경우 표절 검사를 할 때 학교가 제공하는  

‘Turnitin’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사용 방법은 Moodle 상의 ‘Turnitin 

사용 안내문’을 참고한다.

•  표절 검사 후 해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검사 결과’의 확인서 또는 보

고서를 논문과 함께 제출한다.

•  표절 검사 결과 논문 유사성(similarity)이 20%를 초과해서는 안 된

다. 그러나 직접 인용 부분은 15%를 초과하면 안 된다.

•  논문의 표지, 각주, 직접 인용, 그리고 참고 문헌 등 때문에 유사성 

비율이 높게 나오는 특별한 경우에도 최대 20%까지만 논문 유사성

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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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신학적 의미들  61

 3.1 초월적 연합 62

 3.2 실제적 연합 65

 3.3 영적 연합 73

 3.4 신비적 연합 77

제II부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칼빈 신학의 신학적 구조와 교리적 범위  80

제4장

기독교 강요 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신학적 구조  81

 4.1 기독교 강요 내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라는 이중 구조 82

 4.2 기독교 강요의 구조와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 98

제5장

기독교 강요 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적 범위  121

 5.1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삼위일체론 123

 5.2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회론 140

제6장 

결론  171

참고 문헌  180

목차 내 각 장·절·항·목의 제목 번호들의 구두점( . )은 제목이 어구(phrase)로 끝나면 마지막 
구두점은 표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목이 완벽한 문장으로 구성되면 마지막 구두점도 표기한다. 
본문 내의 목차 번호 표기도 마찬가지이다.

1.20.1 목차 표기의 실례(Example)

목  차

한글 초록(Abstract) i

영문 초록 ii

감사의 말(Acknowledgements) iii

목차(Table of Contents) iv

약어표(List of Abbreviations) v

제I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비유적 표현들과 신학적 의미들  1

제1장

서론  2

 1.1 본 연구의 배경: 문제 제기 2

 1.2 연구 질문들 5

 1.3 본 연구 주제와 관련된 개념 설명 8

 1.4 연구 방법론 12

 1.5 연구의 범위 15

 1.6 본 연구의 목적과 공헌점들 20

제2장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비유적 표현들  22

 2.1 그리스도 안에 24

 2.2 그리스도 안에 참여 44

 2.3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50

 2.4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심 57

18 points, 굵게, 중앙 맞춤, 아래 3 spaces

서두의 제목들, 12 points, 굵게, 왼쪽 맞춤, 약어표 
아래 더블 스페이스, 페이지 번호 로마 숫자

각 부의 번호와 제목, 두 줄 표기, 12 points, 굵게, 왼쪽 맞춤, 아래 싱글 스페이스, 페이지 번호 아라비아 숫자

각 장의 번호와 제목, 두 줄 표기, 12 points, 굵게, 왼쪽 맞춤

글씨 크기 11 points

각 장과 각 장 사이에 싱글 스페이스 or 더블 스페이스

각 절, 11 points, 보통, 왼쪽 맞춤, 1 Tab 들여쓰기

학위 논문(Thesis)의 목차 표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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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논문 구성 요소

1.22.1 소논문

•  소논문(essay)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구성한다. 

•  과제 표지 또는 논문 표지 → 초록(Abstract) → 목차(Table of Contents) 

→ 논문 내용 → 참고 문헌 

•  소논문 외에 서평 및 기타 준학사와 학사의 과제들은 ‘목차’를 생략

해도 좋다.

•  과제물 표지 또는 논문 표지는 학교가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한다. 

알파크루시스대학의 양식들은 ‘제Ⅲ부 부록’의 샘플 내용을 참고하

라. 본 부록의 샘플들은 가급적이면 시카고 방식(Chicago Style)을 충

실하게 적용하려고 시도하였다.

1.22.2 연구 논문 및 석·박사 학위 논문

•  연구 논문 및 석·박사 학위 논문(thesis & dissertation)은 다음의 순서

에 따라 구성한다.

•  논문 겉표지 → 논문 속표지 → 서약서(Declaration) → 영문 초록 

(Abstract) → 한글 초록 → 감사의 말(Acknowledgements) → 서두 명

구(Epigraph)7 → 목차(Table of Contents) → 삽화(Illustrations, 해당되는 경

우) → 약어표(List of Abbreviations, 해당되는 경우) → 논문 내용(Body of 

Thesis) → 부록(Appendices, 해당되는 경우) → 참고 문헌(References)

•  논문의 서두에 들어가는 논문 겉표지와 속표지, 그리고 서약서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한다.

•  알파크루시스대학의 각종 논문 양식과 샘플들은 ‘제Ⅲ부 부록’의 

내용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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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석사 학위는 생략하나, 박사 학위의 경우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

목 차

1 들어가는 말 (시작하는 말)  1

2 신약성서  3

 2.1 공관복음 3

 2.2 요한복음 4

3 구약성서  7

 3.1 모세오경 8

 3.2 역사서 9

4 나가는 말 (맺는말)  11

참고 문헌  13

18 points, 굵게, 중앙 맞춤, 아래 트리플 스페이스

각 장, 12 points, 굵게, 왼쪽 맞춤, 위 싱글 스페이스

각 절, 11 points, 보통, 왼쪽 맞춤, 1 Tab 들여쓰기

각 장과 각 장 사이에 싱글 스페이스 or 더블 스페이스

에세이(Assay)의 목차 표기 예

1.21  논문 표지

•  논문 표지는 학교 양식을 사용한다. 

•  알파크루시스대학의 경우 논문 표지는 Moodle 상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44  새롭고 효과적인 학술 논문 작성과 연구 방법 제Ⅰ부: 논문 양식(A Manual of Academic Writing)  45

2.2.1 마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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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잠언 1:1; 10:1; 25:1에도 각각 나타나는 단어이다. 마솰은 우리말로

는 영어 번역 ‘proverb’를 흉내 내어 ‘잠언’(보통 국어사전을 보면 “사람이 살아

가는 데 훈계가 되는 짧은 말”이라고 정의되어 있다)이라고 번역하였다… (중략)

 우리가 ‘마솰’이라는 용어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용례들을 꼼꼼

히 살펴보아야 한다. 마솰은 우리의 … 지혜의 책들, 예를 들어 욥기, 잠

언, 전도서 같은 책들에서만 발견되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이다…. (중략)

목 제목 위 공백 더블 스페이스

2.2.2.1 멜리짜 목 제목(부부부표제), 바탕, 12, 굵게, 왼쪽 맞춤

 멜리짜는 위에서 보듯, 잠언 1:6 상반절에서 마솰 바로 다음에 나타나

는 용어이다. 멜리짜를 킹제임스 성경(KJV)은 해석(interpretation)이라고… 

(중략) 혹은 ‘해석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략) 이 점에 유의

하여 하박국 2:6을 보면 다음과 같다: 

블록 인용, 바탕, 10, 양쪽 맞춤, 문단 왼쪽 1 Tab 들여쓰기, 첫 문장 들여쓰기 생략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
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
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1 (이탤릭체는 본 필자의 강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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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략질하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 노예로 부려먹는 행위를 신랄하게 비꼬

고 있다… (중략)

3 나가는 말

  멜리짜가 비꼬는 말인 것은 겔 22:4-5에 나타난 ‘칼리스’란 단어를 

제목(표제)을 연이어 표기하는 경우 스페이스를 두지 않는다.

항 제목(부부표제), 바탕, 12, 굵게, 왼쪽 맞춤

블록 인용 위·아래 공백 각각 싱글 스페이스블록 인용 상하 문장 간격 1 Line문장 들여쓰기 1 Tab(또는 네 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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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적용 예문(Application Example)

잠언 1장 6절 주해 :

지혜의 네 가지 유형들에 대한 정의   

1 들어가는 말

 잠언 1장 6절에는 네 가지 유형의 지혜의 말들 “마솰,” “멜리짜,” “디브

레 하카밈,” 그리고 “히도탐”(한글성경[개역개정]에 “잠언,” “비유,” “지혜 있는 자

의 말,” 그리고 “그 오묘한 말”로 번역)이 나타난다… (중략) 

장 제목 위 공백 더블 스페이스

2 잠언 1:6의 지혜의 네 가지 유형들

문장 들여쓰기 1 Tab    장 제목 아래 공백 싱글 스페이스

 히브리 본문을 먼저 문법적으로 분석해 보면 마솰과 멜리짜(멜리짜는 접

속사 “베”와 합하여 움리짜로 음역. 마솰과 멜리짜… 둘 다 “멤”으로 시작), 그리고 디

브레 하카밈과 히도탐(둘 다 복수, 둘 다 “멤”으로…) 눈에 띈다… (중략)

절 제목(부표제) 위 공백 더블 스페이스

2.1 네 가지 지혜 유형들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절(부표제) 이하 하위 단위의 제목들 아래는 싱글 스페이스

 잠언 1:6의 네 가지 유형들에 대하여 서로 달리 언급한 학자들 두 분을 

여기서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왈키(Bruce K. Walke)는 이 네 가지가 비슷

한 말들이라고 한다… (중략) 

절 제목 위 공백 더블 스페이스

2.2 네 가지 용어들의 정의 

제목, 바탕, 18 points, 굵게, 중앙 맞춤

제목 아래 공백 트리플(triple) 스페이스

부제목, 바탕, 18 points, 굵게, 중앙 맞춤, 제목과의 
상하 문장 간격 1.5 Lines

장 제목(표제), 바탕, 14 points, 굵게, 왼쪽 맞춤

장 제목 아래 공백 싱글 스페이스

절 제목(부표제), 바탕, 13, 굵게, 왼쪽 맞춤

에세이 적용 예문

문장 상하 간격 1.5 Lines, 11 points, 양쪽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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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그리스도)의 승천에 의해 그의 육체적인 임재는 우리의 눈에서 사라졌
지만(행 1:9) 그것은 신자들이 지상 순례 생활 동안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그치
는 것이 아니고, 더 효과적인 권세를 가지고 하늘과 땅을 다스리기 위한 것이
었다. 그러나 그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그는 약속한 바를 성취하셨는데, 이는 
“그가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다. 그(그리스도)의 육체가 
모든 하늘 위에 높이 들리워진 것과 같이, 그의 권능과 효력도 하늘과 땅의 모
든 한계를 넘어 전파 확대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존엄하신 임재로 말미암
아 그리스도를 언제나 모시고 있다.1 (이탤릭체는 필자의 강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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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Institutes, 2.16.14
2 필립 그레이엄 라이큰, “칼빈의 그리스도와의 연합: 신자의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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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90.

부 표지 단락 간의 공백 트리플(triple) 스페이스 블록인용 상·하 문장 간격 1 Line

각주, 바탕, 10 points, 양쪽 맞춤, 1 Tab 들여쓰기 각주 상하 줄 간격 1 Line

제4장

칼빈의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 :

그 다양한 광범위성들과 비유적 표현들

 특별히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그의 사상 또는 그의 전체 신학의 요약본

과 같은 것으로 그 중요성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필자는 셀더

하위스(Herman J. Selderhuis)와 방델(François Wendel)의 진술, 즉 “칼빈은 한 

권의 책의 사람으로 각인되었고, 그 한 권의 책은 바로 1559년판 기독교 

강요이다”와 또는 “칼빈주의 전체는 기독교 강요 속에 들어 있다”라는 주

장의 번호, 바탕, 18 points, 굵게, 중앙 맞춤

장 제목 아래 공백 트리플(triple) 스페이스장의 제목, 바탕, 18 points, 굵게, 중앙 맞춤, 
장 번호와의 상하 문장 간격 1.5 Lines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에스겔서의 이 문맥은 하나님이 율법을 범하고 우

상숭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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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석: 잠언 전도서 아가, 박문재 역 (서울: 크리스천다이제스트, 2009), 11-5.
3 참고로 잠언에서 언급하고 있는 “지혜”라는 단어를 종종 의인화하여 ‘성령’으로 해석하는 사례

도 있다.

4 Longman Tremper III, Proverbs: Baker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Wisdom and Psalms 
(Grand Rapids, Michigan: Baker Academic, 2015), 243.

참고 문헌

알덴, 로버트 L. 잠언 주석: 현대를 위한 고대 지혜. 김형준, 이성훈 역. 서울: CLC, 2014.
헨리, 매튜. 매튜 헨리 주석: 잠언 전도서 아가. 박문재 역. 서울: 크리스천다이제스트, 2009.

각주 상하 줄 간격 1 Line각주, 바탕, 10, 양쪽 맞춤, 1 Tab 들여쓰기

표제, 바탕, 14 points, 굵게, 왼쪽 맞춤, 아래 3 spaces, 다음 페이지에서 시작

바탕, 11 points(영어 논문 12 points), 보통체, 양쪽 맞춤, 문장 상하 간격 1.5 lines, 두 번째 줄부터 1 Tab 
(네 글자) 들여쓰기, 들여쓰기 위치 각주와 동일

제2부

칼빈 신학 내(內)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

그 비유적 표현들과 의미들

이것은 일견 모순된 일이지만 우리에게서 떠나갔지만 그것은 그(그리스도)
의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인데, 즉 그가 지상에 육신을 띠고 있
던 한 육신에 국한되어 있는 것보다 떠나가는 것이 유익했기 때문이다… 또 
주님께서는 친히 자기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니라”(요 

16:7)라고 증거하셨다… 실로 우리는 그가 그때 얼마만큼 풍성하게 그의 성
령을 부어 주었으며, 얼마나 놀랍도록 그의 나라를 증진시켰으며, 얼마나 큰 
권능을 과시해서 자기 백성을 돕고 원수들을 흩어 버렸는가를 본다. 그러므

부의 번호, 바탕, 18 points, 굵게, 중앙 맞춤
부의 제목, 바탕, 18 points, 굵게, 중앙 맞춤, 
부의 번호와의 상하 문장 간격 1.5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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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 인용, 바탕, 10, 양쪽 맞춤, 왼쪽 1 Tab 들여쓰기, 첫 문장 들여쓰기 생략

학위 논문 적용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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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1 그리스도와의 교제(Communion with Christ) 

목 제목(부부부표제), 바탕, 12 points, 굵게, 왼쪽 맞춤 절 제목 아래 공백 싱글 스페이스

 칼빈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을 “그리스도와의 교제(comm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의 사귐( fellowship with Christ),”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교통(communication with Christ)”이라는 관계적 개념의 표현들을 가지고 그

의 신학 안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의 

“교제”라는 관계적 범주 안에서의 표현들은 그 의미상 거의 같은 뜻을 가

지고 있다. 

 예를 들면 빌헬름 니젤(Wilhelm Niesel)이 칼빈 신학의 포괄적 연구의 필

요성과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콜프하우스(W. Kolfhaus)의 신학적 견해를 

해석한 다음의 내용을 보면 그 사실이 좀더 확실해진다: 

나는 1938년 히틀러의 나치 정권에 투쟁했던 고백교회에서 활동하는 중에 
이 책을 출판하며 이상 서술한 바와 같이 기록하였다. 그 이후 칼빈의 신학 
연구가 활발해졌으며 훌륭한 저서들이 출판되었다. 나의 칼빈 신학에 대한 
견해와 일치하는 대부분의 저서들이 그의 각 교리들을 소중하게 해명할 때 
기쁨을 느꼈다. 우선적으로 콜프하우스의 신학적 견해가 언급되어야 한다. 
그는 평생 칼빈 연구에 헌신하며, 칼빈의 심오한 내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의 생애 말년에 완성한 요한네스 칼빈의 그리스도와의 사귐
(Die Christusgemeinschaft bei Johannes Calvin)은 그의 포괄적 연구의 성숙한 결
실로서 매우 탁월한 칼빈 연구 문헌 중 하나이다. 이 제목은 칼빈의 교리가 
아니라, 그의 중요한 신학 프로그램과 관련되며, 이는 그리스도이며 주님과
의 사귐이다 !3 (도서명 외 이탤릭체는 본 필자의 강조임.) 

 이 진술은 한마디로 니젤이 칼빈 신학 연구에 있어서 콜프하우스의 포

괄적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런데 콜프하우스는 그 사실을 한 

단계 더 구체적으로 강조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칼빈의 신학 안에서 포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위 논문 안의 모든 글씨체(Font)는 한글인 경우 ‘바탕’이며, 영문 또는 기타 외국어(숫자·기호 포함)일 경우 
‘Times New Roman’이다. 줄 간격(행간)은 1.5 lines이다.

3 빌헬름 니젤, 칼빈신학 강의: 칼빈신학에 대한 복음적 이해, 이형기, 조용석 역 (서울: 한들

출판사, 2011), 25-6. 또한 다음의 책을 참고하시오. Wilhelm Kolfhaus, Christusgemeinschaft bei 
Johannes Calvin, Neukirchen 1939. 참고 문헌 표기법은 3.3.2를 참고하라.

절 제목 위 공백 더블 스페이스

장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

절 제목(부표제) 위 공백 더블 스페이스 절 제목(부표제), 바탕, 14 points, 굵게, 왼쪽 맞춤

4.1 칼빈의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의 다양한 광범위성들

 “그리스도와의 연합(unio cum Christo)” 사상은 칼빈의 전체 신학 안에서 

하나의 ‘핵심 사상’ 같은 역할을 하며 광범위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

나 그러한 하나의 ‘핵심 사상’ 같은 중요한 신학적 역할은 선명하게 드러

난 ‘표면적(explicit) 방식’만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반대로 ‘내면적

(implicit)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4.1.1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의 다양한 비유적 표현의 광범위성

 첫 번째로, 다양한 ‘비유적 표현들의 광범위성’이다. 칼빈의 “그리스도

와의 연합” 사상은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비유적 표현들로 그의 전체 신

학 안에서 광범위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4.1.2 관계적 개념의 비유적 표현들 

항 제목(부부표제), 바탕, 13 points, 굵게, 왼쪽 맞춤항 제목 아래 공백 싱글 스페이스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의 의미 안에는 그리스도 또는 삼위일체 하

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성(고전 1:9, 고후 13:13)을 포함하고 있다. 그

런데 이러한 그리스도와 우리 그리스도인과의 친밀한 관계는 공간적이고 

거리적인 측면에서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의미를 훨씬 초월한다. 그것은 

성령의 사역에 의해 ‘하나로 연합’되는 관계까지 나아감을 의미한다. 칼

빈은 이러한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매우 긴밀한 “하나됨”의 관계

를 여러 다양한 비유적 개념 형태들로 표현하였다. 

문장 들여쓰기 1 Tab 학위 논문 안에서는 에세이와는 달리 절(부표제) 이하 하위 단위의 제목들 아래에서도 싱글 스페이스를 둔다.

항 제목 위 공백 더블 스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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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의 글씨체는 한글일 경우 ‘바탕’이고, 영문일 경우 ‘Times New 

Roman’이다.

•  각주 문장의 상하 줄 간격(또는 행 간격)은 1 line이다.

•  각주의 행 정렬은 양쪽 맞춤이다.

•  각주 첫 문장 역시도 1 Tab(네 글자) 들여쓰기를 적용한다. 

2.4  각주의 표기 원칙

•  각주 표기의 순서는 각주 번호, 저자 성명, 책 제목: 부제(출판사 소

재지: 출판사 명, 출판연도), 10-25(참고한 페이지 번호) 등이다.

•  모든 논문 제목은 겹따옴표(“ ”)로 표기한다.

•  모든 한국어 및 외국어 도서명은 이탤릭체(Italic)로 표기한다. 한국 

신학계에서는 도서명을 ‘꺾쇠 괄호 기호’(『 』)를 사용한다. 그러나 원

래(original) 시카고 방식(Chicago Style)의 도서명 표기는 이탤릭체이

다. 알파크루시스대학에서는 가능한 시카고 방식의 일관적인 적용

과 영어 학부와의 일관성을 위해 이탤릭체를 사용한다. 

•  박사 학위 논문(dissertation)의 경우에만 각 장(chapters)마다 각주 번호

를 처음 1번부터 새로 기입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박사 학위 논문

은 단어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논문 중반에 가서는 각주 표기를 효

율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 각 장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도구 모음’의 

‘페이지 레이아웃’ 안의 ‘페이지 및 구역 나누기’를 클릭하면 각주를 

다음 장(chapters)에서 자동적으로 1번부터 새로 표기할 수 있게 된다. 

•  각 장마다 각주 번호를 1번부터 새로 기입할 경우 MS Word 메뉴

바에서 참조(References)의 Numbering 안의 Restart each section을 

클릭하면 된다.

•  번역서 안에 책명이 한글과 외국어 모두로 표기된 경우 둘 다를 기

제2장

각주 작성법 
(A Manual for Footnote)

2.1  각주의 주 사용 목적 

•  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기 위함이다.

•  본문에서 그 내용을 언급하면 문장의 논지가 흐려질 수 있지만, 그

럼에도 본문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할 때 각주를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런 경우의 각주를 ‘내용주’라고도 표현한다.

2.2  각주의 작성 순서

•  MS 워드(Word)에서 → 참조(Reference) → 각주 삽입(Insert Footnote) 

순서로 클릭하면 문서 하단에 자동으로 본문과 각주를 구분하는 선

이 나타나고, 각주 번호가 자동으로 생성된다(단축키는 Alt ＋ I → N → 

N → Enter).

2.3  각주의 규격

•  각주의 글자 크기는 10 points이다.



52  새롭고 효과적인 학술 논문 작성과 연구 방법 제Ⅰ부: 논문 양식(A Manual of Academic Writing)  53

•  이때 외국인 저자명은 성(Family Name)만을 기입하고, 책명(또는 논문

명)은 부제목을 생략하며, 책명이 길 경우에는 약식으로 기록한다. 

•  한국인 저자명은 성명을 모두 기입한다. 이전에 약식 각주의 경우 

책 제목을 생략했으나, 최근에는 일관성을 위해 표기하는 경향이다.

5 데머리스트, 십자가와 구원, 17. 
5 유해무, 삼위일체론, 17.

5 Demarest, The Cross and Salvation, 17.

 *   이때 op.cit.라는 구 표기법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op.cit.는 opera citato＝

in the work cited(전게서, 또는 이전의 책)의 약어이다.

•  논문 안에 같은 저자의 다른 책이 다시 인용되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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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3판 등과 같은 부차적 사항은 참고 도서에 적힌 그

대로 각주의 도서명 바로 뒤에 표기한다. 

•  간결성의 원칙에 따라 개정판 등의 부차적 사항을 각주 안에서 생

략해도 무관하나, 초판과 재판이 같은 연도일 경우에는 반드시 표

기해야 한다. 

•  외국 도서의 경우도 위 규정에 준한다.

1 다니엘 L. 밀리오리, 기독교 조직신학 개론: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개정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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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 참고한 해당 권 안에 제목이 따로 있는 경우는 도서명 뒤에 그 

권수를 책에 있는 그대로 표기한 후 해당 권의 책 제목을 기록한다. 

입할 수도 있다. 다만 책에 인쇄된 정보 그대로를 기입해야 한다. 

이때 한글 책명을 먼저 기입하고, 외국어 책명은 괄호 기호를 사용

하여 그 뒤에 표기하면 된다.

•  기타 다양하고 상세한 각주 표기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각주 표기

의 대표적인 예’를 참고하라.

2.5  각주 표기의 대표적인 예

2.5.1 단행본 

2.5.1.1 일반 서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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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에서는 “위의 책”과 “Ibid.”라는 용어를 둘 다 사용할 수 있으나, 한 논문 내에서 

혼용하면 안 된다.

2.5.1.3 그 외 반복 인용할 경우

•  다른 책들을 인용한 후, 앞에서 인용한 같은 저자의 같은 책을 다시 

인용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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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어 도서의 저자가 2명일 경우 저자 사이에 and로, 저자가 3명

일 경우 첫 번째와 두 번째 저자 사이에는 콤마 부호( , )로 두 번

째와 세 번째 저자 사이에는 and로 표기하며, 이름(first name)과 성

(family name) 순으로 기입한다.

•  2명 이상 복수 저자명의 경우 해당 책에 표기된 순으로 기입한다. 

굳이 한글명의 경우 가나다 순으로, 외국어명을 ABC 알파벳 순으

로 표기하지 않는다.

1 장대익, 신재식, 김윤성, 종교전쟁: 종교에 미래는 있는가 (서울: 사이언스북스, 2009), 20.
1 R. 알버트 몰러 외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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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7 편(편집)자 또는 역(번역)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3명의 편·역자까지는 다 기록하며, 4명부터는 대표 1인의 이름만 

기록한 후 ‘…외 …인 편(또는 역)’이라고 표기한다. 예⃝ 홍길동 외 3인 

편, 홍길동 외 3인 역

•  외국 도서일 경우 마찬가지로 3명의 편·역자까지는 다 기록하며, 4명

부터는 et al.이라고 표기한다.

•  저자는 따로 없고 편자와 역자가 모두 있을 경우 편자는 도서명 앞

에, 역자는 도서명 뒤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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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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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인 역 (서울: 부흥

과개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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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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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

수 → 해당 권의 책 제목 → 편·역자명 → 지명 → 출판사명 → 출

판연도 → 인용 페이지 순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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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챤다이제스트, 2000), 219.
1 존 칼빈, 성경주석, 제19권, 로마서·빌립보서·고린도전서·갈라디아서, 제2판, 존 칼빈 성

경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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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에 제목(또는 부제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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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 이상인 경우 

•  한글 도서의 경우 2명 이상의 저자명 표기는 저자와 저자 사이에 

‘콤마 부호’( , )를 삽입한다. 예⃝ 장대익, 신재식,

•  3명의 저자까지는 다 기록하며, 4명부터는 대표 1인의 이름만 기록

한 후 ‘…외 …인’이라고 표기한다. 예⃝ 홍길동 외 3인

•  외국어 도서일 경우 3명의 저자까지는 역시 다 기록하며, 4명부터

는 et al.이라고(And others)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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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가 있다. 이때 책의 제목 앞에 편자명을 기입해서는 안 된다.

•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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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용할 때

•  단행본 논문집 작성 순서는 논문 저자 → 논문 제목(부제목) → 논문

집 편집자명 → 도서명(또는 논문집명) → 출판사 지명 → 출판사명 → 

출판 연도 → 페이지 순이다.

•  논문 제목 다음의 콤마 부호( , )는 겹따옴표(“ ”) 안에 표기한다.

•  영어로 된 단행본 논문집의 경우 도서명 앞에 in을 표기하고, 편·

역자가 있을 경우 도서명 뒤에 편자는 trans.라는 약어로, 역자는 

ed.라는 약어로 표기한다.

•  단행본 논문집의 논문 제목 및 도서 제목 표기의 경우 논문명은 겹 

따옴표(“ ”)로 도서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1 유해무, “삼위일체론: 동방 신학과 관련하여,” 칼빈 신학과 목회, 한국칼빈학회 편 (서울: 대

한기독교서회, 2011), 7-31.
1 아리 바르스, “삼위일체,” 칼빈 핸드북, 헤르만 셀더하위스 편, 김귀탁 역 (서울: 부흥과개혁

사, 2013), 485-90.
1 Arie Baars, “The Trinity,” in The Calvin Handbook, ed. Herman J. Selderhuis, tr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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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inclair B. Ferguson, “The Reformer of Faith and Life,” in John Calvin: A Heart for Devotion 
Doctrine & Doxology, ed. Burk Parsons (Lake Mary, FL: Reformation Trust, 2008), 31-43.

2.5.2.2 정기 간행 논문집 및 학술지1

•  정기 간행 논문집(Journals)은 단행본 논문집의 작성법과 비슷하나 

2.5.1.8 저자, 편자 및 역자가 모두 있는 경우 

•  저·편·역자 모두가 있을 때는 저자는 도서명 앞에, 편·역자는 도

서명 뒤에 순서대로 기록한다. 이때 외국 도서의 각주 표기법도 동

일하다.

•  편·역자가 모두 있는 책(단행본) 내의 어떤 한 특정 논문을 표기할 경

우 논문의 저자를 논문명 앞에, 편·역자는 도서명 뒤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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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 새물결플러스, 2016), 20.
1 아리 바르스, “삼위일체,” 칼빈 핸드북, 헤르만 셀더하위스 편, 김귀탁 역 (서울: 부흥과개혁

사, 2013), 20.
1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vol. 2, ed. John T. McNeill, trans. Ford 

Lewis Battles (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60), 20.
1 Herman Bavinck, “The Reformer of Faith and Life,” in Essays on Religion, Scienc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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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9 연구 단체가 저자 또는 편자인 경우 

•  연구 단체, 학교 협회, 출판사 등이 저자인 경우 단체명을 저자명 

자리에 표기한다. 

1 한국조직신학회 편, 구원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1 경희대학교, 한국사회발전과 정신문화 (서울: 경희대학교출판국, 1974), 112-20.
1 Special Libraries Association, Directory of Business and Financial Services (New York: 

Special Libraries Association, 1963), 20.

2.5.1.10 책 제목 안에 저자명이 들어 있는 경우 

•  책 제목 안에 저자명이 들어 있는 경우 각주에서는 저자명을 생략

하고 바로 책 제목만을 기록한다. 예⃝ 벌코프 조직신학, 상권, 서

론·신론·인간론

•  그러나 참고 문헌에서는 저자명이 반복해서 기재되더라도 반드시 

책명 앞에 저자명을 표기해야만 한다. 예⃝ 벌코프, 루이스. 벌코프 

조직신학. 상권, 서론·신론·인간론.

•  간혹 책 제목 안에 저자명이 삽입되어 있는 경우 따로 편집자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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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명은 약어로 표기한다. 예⃝ ThM, PhD

•  석사 논문의 경우 master’s Thesis로 표기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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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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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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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식으

로 기록한다. 

1 칼빈, 기독교 강요, 3.1.1. 1 Calvin, Institutes, 3.1.1.

 *   숫자 3.1.1.은 기독교 강요의 제3권 1장 1절을 의미한다. 해당 고전의 번역서

가 다양하게 많을 경우는 처음 인용할 때에만 해당 책 전체의 정보를 정식으로 

각주로 기입한 후, 그 다음부터의 인용은 약식으로 기록할 것임을 알린다.

•  석·박사 학위 논문에서 같은 저자의 유명한 고전들을 다수 인용할 

편·역자를 생략하고, 대신에 학술지명 뒤에 권수, 출판 연월 등을 

표기한다.

•  학술지는 출판사 지명과 출판사명의 표기도 생략한다.

•  학술지의 출판 연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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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88호 (2006년 가을호): 7-48.
1 최성렬, “칼빈신학 다시 읽기: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 관점으로,” 한국조직신학논총 제45

집, 제2호 (2016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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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 논문

•  학위 논문(thesis & dissertation)의 경우 각주 표기는 필자명 → 논문명 → 

학위명과 논문 유형 → 교육 기관 → 연도 → 인용 페이지 순이다.

•  외국어 학위 논문의 경우 간혹 석·박사 논문을 구분하기 위해서 석

사 논문은 ‘Thesis’로, 박사 논문은 ‘Dissertation’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다. 어느 것을 취사 선택하든지 간에 일

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  박사 논문을 ‘Dissertation’으로 표기할 경우 약어인 ‘diss.’로 기재한

다. 최근에는 박사 논문의 경우 diss.를 보다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다.

1 저널( journal)과 연구 논문(research articles)의 중요성과 작성법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고하라. 

Bruce A. Thyer, Preparing Research Articl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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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독교대백과사전, 7권 (1984), “주기철” 항목.
1 기독교대백과사전, 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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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모두에서 출판 정보를 상

세히 밝힌다.

•  유명하지 않은 사전의 각주 표기의 경우 페이지 표기 대신에 인용

한 항목의 주제를 겹따옴표(“ ”)로 표기한다. 그 후 ‘항목’이라는 단

어를 기재한다.

1 싱클레어 퍼거슨, 데이비드 라이트, J. I. 패커, 아가페 신학사전, 이길상 외 3인 역 (서울: 아

가페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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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 제목 → 신문 이름 → 발행 일자 → 페

이지 순으로 표기한다. 

1 장동현, “백인학생 공립학교 기피 심각,” 호주동아, 2008년 3월 11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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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 연월 → 페이

지 순으로 표기한다. 

1 민보은, “한국 사역 32년은 도전, 눈물, 기쁨, 풍요로움의 시간(하),” 크리스찬리뷰, 2018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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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이 가능하지만, 연구자 또

는 저자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료는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다.

경우, 저자명을 비롯한 자세한 출판 정보들을 생략하고 보다 더 약

식으로 각주를 표기한다. 

1 기독교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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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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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과사전 등의 참고 자료들은 각주로 인용 출처만 밝

히고, 참고 문헌 목록에는 일반적으로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럼에

도 논문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빈번하게 인용하는 특정 사

전이 있다면 참고 문헌 목록에 포함시켜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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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기하나 출판 정보를 생략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유명하지 않은 사

전은 각주와 참고 문헌에서 출판 정보를 밝힌다.

•  저자명이 없고 유명 사전일 경우의 참고 문헌 표기는 사전명 → 권

수 → 출판 연도 → ‘인용 항목 주제’ 순이다. 인용 항목의 주제는 

출판 연도 뒤에 페이지 대신으로 표기하되, 인용 항목이 하나 또는 

둘 이상일 때는 그 모두를 표기한 후 ‘항목’이라고 기재한다.

•  영문 사전의 경우 알파벳 순으로 배열된 사전이면 인용 항목이 하

나일 때 s.v.(sub verbo: ~라는 단어를 보라)로, 인용 항목이 둘 이상 일 

때 s.vv.라고 복수형으로 표기한 후, 권수나 페이지 번호가 아닌 인

용 항목을 사전명 뒤에서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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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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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책(E-book)

•  전자책(E-book)은 일반 종이책의 인용 출처 표기 방식을 따른다.

•  다만 일반 도서 표기법 외에 웹 사이트 주소(URL)와 접속 일자를 추

가로 표기한다.

1 곽미숙, 삼위일체론 전통과 실천적 삶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3), 15-25, http://digital.
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8951
111471&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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 사이트 주소(URL)의 행갈이

•  웹 사이트 주소(URL)는 가급적이면 중간에서 행을 바꾸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행을 바꿀 경우 빗금(또는 두 줄 빗금)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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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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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 제목 → 강의안 → 학

•  인터넷 자료는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자료의 학문성과 신뢰도가 현

격히 떨어지는 이유로 반드시 지도 교수의 허락과 안내 아래에 인

용해야 한다. 

•  한편 인터넷 자료를 인용할 경우 종종 주소가 바뀌거나 폐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능한 많은 정보를 포함시킨다.

•  다른 자료들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인터넷 자료는 출처를 완전하

게 밝혀야만 인용 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다. 불분명하게 출처를 제

시할 경우 인용 자료로 인정받을 수 없다. 위키피디아(wikipedia)는 

참고 자료로 인정하지 않는다.

•  웹 사이트 주소(URL)의 밑에 줄이 그어지거나, 파란색으로 표기되

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한다.

2.5.7.1 일반 인터넷 자료

•  일반 인터넷 자료 작성 순서는 필자명 → 글의 제목 → 해당 글의 

홈페이지 이름 → 웹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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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카데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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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2 블로그 자료

•  인터넷 블로그 자료의 경우 기록된 날짜(게시 일자)를 각주에서만 인

용하고 참고 문헌에서는 생략한다. 그러나 논증에서 중요하거나 자

주 인용된다면 참고 문헌에서도 게시 일자를 기입할 수 있다.

•  인터넷 블로그 자료 작성 순서는 저자 → 글의 제목 → 해당 글의 

블로그 이름 → 기록된 날짜(게시 일자) → 웹 사이트 주소 전체(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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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인용한 특별한 경우에는 참고 문헌 안에도 포함시킨다.

1 김명용, 대담자 최성렬, 시드니, 2008년 11월 11일. 

1 한국신학자, 대담자 최성렬, 시드니, 2008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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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각주 내 참고 자료의 페이지 번호 표기법

•  하나의 페이지만 인용한 때는 해당 페이지만 기록하면 된다.  

예⃝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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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용한 페이지 수가 ‘일 단위’(1~9pages) 이내일 경우, 뒤 페이지 번

호는 해당 페이지들의 마지막 번호만 기록하면 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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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pages) 이내일 경우, 뒤 페이지 번

호는 해당 페이지들의 십 단위 번호만 기록하면 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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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pages) 이내일 경우, 뒤 페이지 번

호는 해당 페이지들의 백 단위 번호만 기록하면 된다.   

예⃝ 9-101, 89-105, 295-303, 1187-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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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나 기관 이름 → 지명 → 강의 일자 → 페이지 순으로 표기한다.

•  설교나 강연도 강의와 같은 각주 표기법을 따른다.

1 권다윗, “다문화 신학: 호주 한인 디아스포라” (강의, 알파크루시스대학, 시드니, 2015년 9월 

27일). 

1 최성렬, “삼위일체론: 삼위일체 하나님 각 위격의 개별적 고찰” (강의안, 알파크루시스대학, 

시드니, 2017년 10월 20일), 5-6. 
1 Sung R. Choi, “Trinity: The Consideration Regarding Three Persons of the Tri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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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2 미간행 소논문(Essay)

•  미간행 에세이(essay)는 필자명 → 에세이 제목 → 논문 종류 → 학

교나 기관 이름 → 지명 → 에세이 제출 일자 → 페이지 순으로 표

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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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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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식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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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누어 표기할 수 있다. 

•  인터뷰는 각주에서는 출처를 밝히지만, 참고 문헌 안에는 표기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특정 인터뷰 내용이 논증에 있어서 매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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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다수의 참고 자료 동시 인용

•  다수의 참고 자료들을 한 각주 안에서 동시에 인용할 경우 세미콜

론 부호(;)를 사용하여 구분하면 된다.

•  같은 저자의 다른 참고 자료를 한 각주 안에서 반복하여 인용 표기

를 할 때는 두 번째 저자명부터는 이름 대신에 idem으로 표기한다.

1 브루스 데머리스트, 십자가와 구원: 구원론, 이용중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06), 151; 문
병호, 기독론: 중보자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6), 213-34; 유해무, “삼위

일체론: 동방 신학과 관련하여,” 칼빈 신학과 목회, 한국칼빈학회 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1),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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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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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기 방법을 선택하든지 간에 일관

성을 유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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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에 대하여 데머리스트는 독특한 구분으로 구원의 전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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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저서를 참고하라. 브루스 데머리스트, 십자가와 구원: 구원론, 이용중 역 (서울: 부흥과개혁

사, 2006).
1 구원의 서정에 관한 다양한 신학자들의 견해에 대해서는 브루스 데머리스트, 십자가와 구원: 

구원론, 이용중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06), 53-63을 참고하라.

2.8  재인용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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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절에 해

당된다.

•  재인용 표기는 원자료를 먼저 기록한 후, 그 다음 해당 자료의 출

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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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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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Wesley, “Predestination Calmly Considered,” Works, 10: 209-210, quoted in Bruce 
Demarest, The Cross and Salvation: The Doctrine of Salvation (Wheaton, Illinois: Crossway Books, 
2006),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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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한다. 글씨체는 외국어일 경우 Times New Roman이다.

•  행 정렬의 경우 양쪽 맞춤(Justify)이며, 상하 줄 간격은 1.5 lines이다.

•  일반 학문에서는 참고 문헌의 각 항목과 항목 사이에 한 줄을 비우기

도 하나, 신학계에서는 대체적으로 행 간격에 공백을 두지 않는다.

•  같은 저자의 여러 다른 자료들을 인용했을 때는 두 번째 참고 문헌 

표기부터 저자의 이름을 약식인 밑줄(     .)로 표기를 대신하며, 

자료명의 가나다 순 또는 알파벳 순으로 기록한다. 

•  저자명의 약식인 밑줄 표기(     .)의 길이는 1 Tab(또는 네 글자)이

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다. 저자명의 밑줄 길이를 항상 일정한 상

태로 유지해야 한다.

•  참고 문헌의 문장 길이가 두 줄 이상일 경우, 두 번째 줄부터는 1 Tab

을 들여 쓴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다. 두 번째 줄부터의 들여쓰기 

위치와 저자명의 밑줄 길이(     .)가 항상 일정한 상태로 유지해

야 한다.

•  한 외국인 저자의 이름이 한글로 각각 다르게 음역 된 다수의 책들

을 인용한 경우에도 ‘    .’로 표기한다. 예⃝ 존 칼빈, 죤 칼빈, 

요한 칼뱅 등.

 *   참고 문헌 표기의 실제적인 예는 ‘3.3 참고 문헌의 작성 순서’를 참고하라.

3.2  참고 문헌 표기의 대표적인 예

3.2.1 단행본 

3.2.1.1 일반 서적의 경우 

•  각주와 다르게 저자명 뒤에 마침표(period)인 구두점( . )을 넣고, 출

판 사항 표기는 괄호를 생략한 상태로 기록한다. 

•  번역서와 영문 도서의 외국인 저자명을 기록할 때는 각주와는 반대

제3장

참고 문헌 작성법
(A Manual for Bibliography)

3.1  참고 문헌의 작성 방법

•  참고 문헌은 논문의 결론 다음에 다른 페이지를 이용하여 따로 기

입한다.

•  성경을 제외한 논문 안에서 참조한 모든 자료들은 참고 문헌으로 

표기해야 한다. 논문 내용과 연관은 있지만 읽지 않았거나 논문 안

에서 인용하지 않은 자료는 참고 문헌으로 표기하지 않는다.

•  참고 문헌과 각주의 표기 방법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참고 문헌을 

표기할 때는 각주와 달리 그 앞에 번호나 기호 등은 붙이지 않는다.

•  참고 문헌 안에서는 각주와는 다르게 저자명, 책명, 편·역자명, 출

판 정보 등의 뒤에 콤마 부호( , ) 대신에 마침표(.)를 찍는다.

•  각주에서 출판 정보를 표기할 때 사용한 괄호 기호 ‘( )’를 참고 문

헌 안에서는 표기하지 않는다.

•  참고 문헌의 제목과 첫 참고 자료의 항목 사이에 세 줄(triple spaces) 

공백을 둔다.

•  참고 문헌의 서체와 글자 크기의 경우 한글 논문은 바탕(Batang), 

11 points(sizes)이며, 외국어 논문은 Times New Roman, 12 points(sizes) 

이다. 외국어 참고 자료일지라도 한글 논문 안에서는 11 point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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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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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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 이상인 경우 

•  참고 문헌 안에서는 각주와는 다르게 저자가 아무리 많더라도 모두 

표기해야 한다. ‘홍길동 외 5인’이라는 약식 표기를 참고 문헌 안에

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  다수의 저자가 있을 경우 저자와 저자 사이는 콤마 부호( , )로 구분

하고, 마지막 저자명 뒤에는 마침표( . )를 표기한다.

•  외국 도서일 경우에도 et al.이라는(And Others) 표기를 사용하지 않

고, 아무리 많은 저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표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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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과 성의 순서로 표기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책에서 다수의 저자명을 밝히지 않고 ‘이

길상 외 3인’ 등의 약식으로 표기한 경우가 있다. 이때만 참고 문헌 

안에서 저·편·역자명을 ‘…외 …인’의 약식으로 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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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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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성(family name)을 먼저 쓰고, 이름(first name)을 뒤에 쓰며 그 사이를 

콤마 부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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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3판 등과 같은 부차적 사항은 참고 도서에 적힌 

그대로 도서명 바로 뒤에 표기한다. 

•  외국 도서의 경우도 위 규정에 준한다.

밀리오리, 다니엘 L. 기독교 조직신학 개론: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개정3판. 신옥수, 백충현 역. 서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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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이 따로 있으면 도서명 뒤에 그 권수를 책에 있는 그대로 표기한 

후 해당 권의 책 제목을 기록한다. 예⃝ 제2권, 구원론; 상권, 교회

론; 제Ⅲ권, 기독론 등.

•  외국 도서일 경우 대문자로 시작되는 Vol. 표기를(Volume) 한다.

•  주석(commentaries) 또는 전집(corpus, collected works)의 경우처럼 여러 

권수로 나누어 출판된 책도 저자명 → 책명(시리즈series 책명) → 권수 

→ 해당 권의 책 제목 → 편·역자명 → 지명 → 출판사명 → 출판

연도 순으로 표기한다. 

에릭슨, 밀라드 J. 복음주의 조직신학. 하권, 구원론·교회론·종말론. 신경수 역. 서울: 크리스챤다

이제스트, 2000.
칼빈, 존. 성경주석. 제19권, 로마서·빌립보서·고린도전서·갈라디아서. 제2판. 존 칼빈 성경주

석 출판위원회 편역. 서울: 성서연구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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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러, R. 알버트, 피터 엔즈, 마이클 F. 버드, 케빈 J. 밴후저, 존 R. 프랭키. 성경 무오성 논쟁. 제

임스 메릭, 스티븐 M. 개릿 편. 방정열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Vol. 2. Edited by John T. McNeill. Translated 

by Ford Lewis Battles. 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60.
Bavinck, Herman. “The Reformer of Faith and Life.” In Essays on Religion, Science, and Society. 

20-45. Rep. ed. Edited by John Bolt. Translated by Harry Boonstra and Gerrit 
Sheeres. Grand Rapids, Michigan: Baker Academic, 2013.

Mohler Jr., R. Albert., Kevin J. Vanhoozer, Michael F. Bird, Peter Enns, and John R. Franke. 
Five Views on Biblical Inerrancy. Edited by J. Merrick, Stephen M. Garrett, and Stanley 
N. Gundry.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2013.

*   외국 도서의 경우 도서명 뒤의 편자명 앞에는 대문자로 시작되는 ‘Edited by’ 그
리고 역자명 앞에는 ‘Translated by’라고 표기한다. 참고 문헌 내 번역서와 외국 

도서 표기를 할 때 도서명 뒤의 외국인 편·역자의 이름은 각주 표기와 같이 이

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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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략

하지만, 참고 문헌에서는 저자명이 반복해서 기재되더라도 반드시 

책명 앞에 저자명을 표기해야만 한다.

•  간혹 책 제목 안에 저자명이 삽입되어 있는 경우 따로 편집자가 있

을 때가 있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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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챤다

이제스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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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 이상인 경우 

•  편·역자 역시도 아무리 많은 다수가 있더라도 모두 다 표기해야 

한다. 이때 이름과 이름 사이에는 콤마 부호( , )를 찍고, 마지막 이

름 뒤에는 마침표( . )를 찍는다.

•  번역서와 외국 도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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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서명 앞에, 역자는 도서명 뒤에 기록한 후 마침표를 표기한다. 외국

어의 경우 편자명 앞에는 ‘Edited by’로, 역자명 앞에는 ‘Translated 

by’라고 표기한다.

•  외국 도서의 편·역자명이 저자명을 대신할 경우 이름 뒤에 ed. 또

는 trans.라고 표기한다.

맥가브란, 도날드 A. 교회성장이해. 전재옥, 이요한, 김종일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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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종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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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서명 뒤에 순서대로 기록한다. 

•  번역서와 외국 도서가 둘 이상의 저자일 경우 첫 번째 저자만 ‘성·

이름’ 순으로 하고, 나머지 저자들은 ‘이름·성’ 순으로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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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2 정기 간행 논문집 및 학술지

•  학술지(Journals)의 출판 연월 표기는 각주와 마찬가지로 괄호 안에 

표기한다. 

•  학술지명 뒤의 구두점은 마침표( . )가 아닌 콤마 부호( , )를 삽입한다.

•  이때 한글 및 외국어 학술지 모두 인용한 해당 논문의 전체 페이지

를 문장 말미에 표기한다. 페이지 표기 앞의 구두점은 콜론 부호( : )

이다.

류응렬. “강해설교 전개형식의 기초와 방법론.” 신학지남, 통권288호 (2006년 가을호): 7-48.
문병호.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에 따른 성도의 그리스도와의 연합: 기독교강요에 개진된 칼빈의 이

해의 고유성.” 개혁논총, 39권 (2016년): 27-56.
최성렬. “칼빈신학 다시 읽기: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 관점으로.” 한국조직신학논총, 제45집 (2016

년 9월): 217-59.
Choi, Sung R. “Re-reading Calvin’s Theology: Through the Viewpoint of Union with Christ 

Thought.” Korean Journal of Systematic Theology, no. 45 (September 2016): 217-59. 
Kumar, Rahul. “Reasonable Reasons in Contractualist Moral Argument.” Ethics 114 (October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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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 논문

•  학위 논문(thesis & dissertation)의 경우 참고 문헌 표기는 필자명 → 논

문명 → 학위명과 논문 유형 → 교육 기관 → 연도 순이다.

•  외국어 학위 논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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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ThM, PhD

•  석사 논문의 경우 Master’s Thesis로 표기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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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
한성진. “어거스틴과 칼빈: 칼빈의 작품들 안에 드러난 어거스틴 신학.” 철학박사학위논문, 스텔렌

McCullers, Carson. Illumination and Night Glare: The Unfinished Autobiography of Carson 
McCullers. Edited by Carlos L. Dews.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99.

3.2.2 논문집 

3.2.2.1 단행본 논문집

•  단행본 논문집(여러 저자의 글을 편집한 책)의 경우 참고 문헌 표기는 ‘저

자명 → 논문명 → 도서명 → 편·역자명 → 지명 → 출판사명 → 

출판 연도 → 해당 논문 전체 페이지’ 순이다.

•  각주에서 인용한 단행본 논문집 안의 해당 논문을 참고 문헌으로 

표기할 경우 그 페이지 표기는 출판 정보 뒤가 아닌, 편·역자명 뒤

에 기록한다. 이럴 경우 해당 저자 논문의 전체 페이지를 표기해야

만 한다.

•  단행본 논문집(여러 저자의 글을 편집한 책)의 경우 책명과 편·역자명 

뒤에는 마침표( . )가 아닌 콤마 부호( , )를 삽입하며, 페이지 표기 뒤

에는 마침표( . )를 찍는다. 

•  외국어 논문집 참고 문헌 표기를 할 때는 도서명 앞에 대문자로 시

작되는 ‘In’이라는 단어를 기입한다. 이때는 ‘edited by’의 표기를 소

문자로 시작되는 단어로 기재한다.

•  단행본 논문집의 논문 제목 및 도서 제목 표기의 경우 논문명은 겹 

따옴표(“ ”)로 도서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유해무. “삼위일체론: 동방 신학과 관련하여.” 칼빈 신학과 목회, 한국칼빈학회 편, 7-31. 서울: 대

한기독교서회, 2011. 
바르스, 아리. “삼위일체.” 칼빈 핸드북, 헤르만 셀더하위스 편, 김귀탁 역, 485-505. 서울: 부흥과

개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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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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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 사전의 경우 알파벳 순으로 배열된 사전이면 인용 항목이 하

나일 때 S.v.(sub verbo: ~라는 단어를 보라)으로, 인용 항목이 둘 이상 

일 때 S.vv.라고 복수형으로 표기한 후, 권수나 페이지 번호가 아

닌 인용 항목을 사전명 뒤에서 밝힌다.

기독교대백과사전. 7권 (1984). “주기철” 항목.

기독교대백과사전. 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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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안에

서도 모든 출판 정보를 상세히 밝힌다.

•  각주와는 달리 참고 문헌의 경우 인용한 항목의 주제 표기는 생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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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2001.
Ferguson, Sinclair B., and David F. Wright, New Dictionary of Theology. Downers Grove, IL: 

IVP Academic, 1988.

3.2.5 신문(Newspaper) 

•  신문의 참고 문헌 표기의 경우 기자명, 기사 제목, 신문 이름, 발행 

일자 순으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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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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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6 잡지(Magazine)

•  잡지의 참고 문헌 표기의 경우 필자명, 글제목, 잡지 이름, 발행 연

월 순으로 기재한다. 

민보은. “한국 사역 32년은 도전, 눈물, 기쁨, 풍요로움의 시간(하).” 크리스찬리뷰. 2018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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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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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식으로 기록하거나, 논문 서두에서 약어표

(List of Abbreviations)를 작성했을 경우라도, 그 모든 고전의 인용 자

료들을 참고 문헌으로 표기해야만 한다. 이때 해당 고전의 출판 정

보들을 상세히 표기한다.

•  한글로 번역된 고전의 경우 일반적인 참고 문헌법을 따라 작성한다.

•  그러나 외국어 고전은 경우에 따라 원래 출판 연도 역시도 추가로 

표기할 때가 있다.

칼빈, 존. 존 칼빈 성경주석. 2판: 창세기 I·II. 존 칼빈 성경주석 출판 위원회 편역. 서울: 성서연

구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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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 출처만 밝히고, 참고 

문헌 목록에는 일반적으로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럼에도 논문 안

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빈번하게 인용하는 특정 사전이 있다면 

참고 문헌 목록에 포함시켜도 된다. 

•  한글 사전의 경우 참고 문헌 표기는 사전명 → 권수 → 출판년도 → 

‘인용 항목 주제’ 순이다. 사전명과 출판 연도 뒤의 구두점은 마침

표( .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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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3 전자책(E-book)

•  참고 문헌 안에서 전자책(e-book)의 표기도 각주에서처럼 일반 종이 

책의 인용 출처 표기 방식을 따른다.

•  다만 일반 도서 표기법 외에 웹 사이트 주소(URL)와 접속 일자를 추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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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code=4808951111
471&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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표기법

3.2.8.1 강의와 강의안

•  강의안(또는 강의)의 참고 문헌 표기는 강의자명 → 교과목: 강의 제

목 → 강의안 → 학교나 기관 이름 → 지명 → 강의 일자 순으로 표

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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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9월 27일. 

최성렬. “삼위일체론: 삼위일체 하나님 각 위격의 개별적 고찰.” 강의안, 알파크루시스대학, 시드

니, 2017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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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문 종류 → 학

교나 기관 이름 → 지명 → 에세이 제출 일자 순으로 표기한다.

•  이때 구두점은 필자명과 에세이 제목까지는 마침표( . )이고, 논문 

3.2.7 인터넷 자료

•  인터넷 자료를 참고 문헌 안에서 표기할 때 웹 사이트 주소(URL)의 

밑에 줄이 그어지거나, 파란색으로 표기되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

한다.

3.2.7.1 일반 인터넷 자료

•  일반 인터넷 자료의 참고 문헌 표기 순서는 필자명 → 글의 제목 → 

해당 글의 홈페이지 이름 → 웹 사이트 주소 전체(URL) → 인용자의 

접속 날짜 순이다. 각 항목 간의 구두점은 마침표( . )이다.

•  웹 사이트 주소는 조금도 빠짐없이 전체 주소(URL)를 정확하게 표

기해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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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용하고 참고 문헌에서는 생략한다. 그러나 논증에서 중요하거나 자

주 인용된다면 참고 문헌에서도 게시 일자를 기입할 수 있다.

•  인터넷 블로그 자료의 참고 문헌 작성 순서는 저자 → 글의 제목 → 

해당 글의 블로그 이름 → 기록된 날짜(게시 일자) → 웹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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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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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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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는 1 Tab (또는 네 글자) 들여쓰기를 한다. 

•  소논문의 참고 문헌 표기 순서는 단순하게 ‘한글 자료 → 외국어 자

료’ 순으로 기록한다.

•  한글 자료의 기입 순서는 저자명의 가나다 순이며, 외국어 자료는 

알파벳 순이다.

참고 문헌

권다윗. “호주 한인 디아스포라.” 강의, 알파크루시스대학, 시드니, 2015년 

9월 27일. 

데머리스트, 브루스. 십자가와 구원: 구원론. 이용중 역. 서울: 부흥과개

혁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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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로교 출판사, 1997.

셀더하위스, 헤르만 편. 칼빈 핸드북. 김귀탁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3.

유해무. “삼위일체론: 동방 신학과 관련하여.” 칼빈 신학과 목회, 한국칼

빈학회 편, 7-31.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1. 

장대익, 신재식, 김윤성. 종교전쟁: 종교에 미래는 있는가. 서울: 사이언

스북스, 2009.

장동현. “백인학생 공립학교 기피 심각.” 호주동아. 2008년 3월 11일 자. 

최성렬. “삼위일체론: 삼위일체 하나님 각 위격의 개별적 고찰.” 강의안, 

알파크루시스대학, 시드니, 2017년 10월 20일.

. “칼빈신학 다시 읽기: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 관점으로.” 한국

조직신학논총, 제45집 （2016. 9）: 217-59.

플라벨, 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생명을 나누는 신비한, 영원한 연합이

다.” 청교도 아카데미. http://cafe.daum.net/psc-k/8RU4/484 

（2018. 1. 22 접속）.

표제, 바탕, 14 points, 굵게, 왼쪽 맞춤, 아래 3 spaces

바탕, 11 points(영어 논문 12 points), 보통체, 양쪽 맞춤, 문장 상하 간격 1.5 lines, 두 번째 줄부터 1 Tab(또는 네 
글자) 들여쓰기

소논문(essay)의 참고 문헌 예

종류와 기관명 그리고 지명까지는 쉼표( ,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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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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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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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안에는 표기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특정 인터뷰 내용이 논증에서 매우 중요하게 

인용한 특별한 경우에는 참고 문헌 안에도 포함시킨다.

•  이 경우 인터뷰의 참고 문헌 표기는 피대담자(interviewee) → 대담자 

(interviewer) → 대담 장소 → 대담 일자 순으로 기재한다. 구두점은 

피대담자와 대담자까지는 마침표( . )이고, 지명 뒤에는 쉼표( , )이다.

김명용. 대담자 최성렬. 시드니, 2008년 11월 11일. 

Kim, Myung Yong. Interview by Sung R. Choi. Sydney, November 11, 2008. 

3.3  참고 문헌 목록(Bibliography)의 작성 순서

3.3.1 소논문 

•  참고 문헌 제목과 첫 항목 사이에 줄 간격(행간)은 트리플 스페이스이다.

•  제목의 글씨 크기는 14 points이며, 책 목록은 본문과 같은 11 points

이다.

•  각 항목의 상하 줄 간격은 본문과 같은 1.5 lines이며, 두 번째 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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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석·박사 학위 논문

•  학위 논문(thesis or dissertation)의 참고 문헌 표기 순서는 ‘1차 자료

(primary sources) → 2차 자료(secondary sources)’ 순이다.1 참고 문헌 목

록이 많을 경우 2차 자료의 시작은 페이지를 넘겨 새 페이지에서 

시작한다. 한글 자료와 외국어 자료의 구분도 마찬가지이다.

•  2차 자료 내의 참고 문헌 표기 순서는 ‘한글(번역·학술지·정기 간행·학

위 논문집 포함) 자료 → 외국어(학술지·정기 간행·학위 논문집 포함) 자료 → 

기타 자료(사전·신문·인터넷·강의안·기타 미간행 자료)’ 순으로 기록한다.

•  만약 2차 자료를 참고 자료의 종류별로 구분할 경우 한글과 외국어 

모두 단행본 → 학술지 및 정기 간행물 → 학위 논문집 → 기타 자료 

(사전·신문·인터넷·강의안·기타 미간행 자료) 순으로 표기할 수도 있다. 

•  참고 문헌의 1·2차 자료 모두 한글 자료일 경우 기입 순서는 저자

명의 가나다 순이며, 외국어 자료는 ABC 알파벳 순이다.

참고 문헌

1차 자료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ited by John T. 

McNeill. Translated by Ford Lewis Battles, 2 vols.,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Series nos. 20-1.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표제, 바탕, 18 points, 굵게, 왼쪽 맞춤, 아래 트리플(triple) 스페이스

부표제, 바탕, 14 points, 굵게, 왼쪽 맞춤, 1.5 lines, 아래 싱글 스페이스

학위 논문의 참고 문헌 예

1 1차 자료는 논문 제목 안에 학자명이 거론된 경우 그가 직접 저술한 작품을 의미하며, 원자료라고도 

한다. 2차 자료는 다른 사람이 그 학자나 그의 작품을 연구한 자료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칼빈과 그의 신

학을 연구할 때, 칼빈 그 자신의 작품이 1차 자료이고, 다른 사람이 칼빈과 그의 신학을 연구한 모든 자료

가 2차 자료이다.

한성진. “어거스틴과 칼빈: 칼빈의 작품들 안에 드러난 어거스틴 신학.” 

철학박사학위논문, 스텔렌보쉬대학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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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Union with Christ Thought.” Korean Journal of Systematic 

Theology, no. 45 （September 2016）: 217-59.

. “Union with Christ? Re-reading Calvin as Constructive 

Proposal for Korean Calvin Reception.” PhD diss., Stellenbosch 

University, 2015.

Demarest, Bruce. The Cross and Salvation: The Doctrine of Salvation. 

Wheaton, Illinois: Crossway Books, 2006.

Ferguson, Sinclair B. “The Reformer of Faith and Life.” In John 

Calvin: A Heart for Devotion Doctrine & Doxology, edited by 

Burk Parsons, 31-43. Lake Mary, FL: Reformation Trust, 

2008. 

Han, Sung-Jin. “Augustine and Calvin: The Use of Augustine in 

Calvin’s Writings.” PhD diss., Stellenbosch University, 2003.

Mohler Jr., R. Albert., Kevin J. Vanhoozer, Michael F. Bird, Peter 

Enns, and John R. Franke. Five Views on Biblical Inerrancy. 

Edited by J. Merrick, Stephen M. Garrett, and Stanley N. 

Gundry.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2013.

Plantinga, Richard J., Thomas R. Thompson, and Matthew D. 

Lundberg.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Theology: Introduction 

to Religion. 1st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Selderhuis, Herman J. ed. The Calvin Handbook. Translated by Henry 

J. Baron, Judith J. Guder, and Randi H. Lundell.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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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 웨인, 그레고리 콜럼, 조셉 윌리엄스. 영어논문 바로쓰기. 제7판. 강

경이 역. 서울: 시대의 창, 2017.
밀리오리, 다니엘 L. 기독교 조직신학 개론: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개정 

3판. 신옥수, 백충현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셀더하위스, 헤르만 편. 칼빈 핸드북. 김귀탁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3.
유해무. “삼위일체론: 동방 신학과 관련하여.” 칼빈 신학과 목회, 한국칼

빈학회 편, 7-31.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1. 
임원택. 논문 작성법. 서울: 도서출판 대서, 2015.
최성렬. “칼빈신학 다시 읽기: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 관점으로.” 한국조

직신학논총, 제45집 (2016. 9): 217-59.
파슨스, 버크 편. 칼빈: 교리·예배·삶의 균형을 추구한 사람. 백금산, 

이성민, 김인추, 신현우, 서종범, 이심주, 김정용, 최원용, 박소

양, 정현종, 박승민, 박명규, 채정태, 임범진, 김성곤, 심효섭, 윤

종찬, 이주일, 박연미, 최가원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2.
한성진. “어거스틴과 칼빈: 칼빈의 작품들 안에 드러난 어거스틴 신학.” 

철학박사학위논문, 스텔렌보쉬대학교, 2003.

2차 자료(외국어 자료)

Bavinck, Herman. “The Reformer of Faith and Life.” In Essays on 

Religion, Science, and Society. 20-45. Rep. ed. Edited by 

John Bolt. Translated by Harry Boonstra and Gerrit Sheeres. 

Grand Rapids, Michigan: Baker Academic, 2013.

Bradley, James E., and Richard A. Muller. Church History: An 
Introduction to Research Methods and Resources. 2nd ed. Grand 

Rapids, MI: Eerdmans, 2016.

Brecht, Mara, and Reid B. Locklin, eds. Comparative Theology in the 
Millennial Classroom: Hybrid Identities, Negotiated Boundaries 
(Routledge Research in Religion and Education). Abingdon, Oxford: 

. Calvin’s Tracts and Treatises. Translated by Henry Beveridge, 

3 vols. Edinburgh: the Calvin Translation Society, 1844-

1851. Reprint,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58.
. Johannis Calvini Opera Selecta. Edited by Peter Barth, 

Wilhelm Niesel, and Dora Scheuner. 5 vols. Munich: 

Christian Kaiser, 1926-52.
. Sermons on the Epistles to Timothy & Titus. Translated by L. 

T. London, 1579. Reprint,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1983.
. Sermons on the Epistle to the Ephesians. Translated by Arthur 

Golding, 1562. Reprint, Edinburgh: Banner of Truth Trust, 

1973.

2차 자료(한글 자료)

김기홍. 논문 작성 이렇게 하라. 개정 증보판. 서울: 시대의 창, 2016. 
데머리스트, 브루스. 십자가와 구원: 구원론. 이용중 역. 서울: 부흥과개

혁사, 2006.
류응렬. “강해설교 전개형식의 기초와 방법론.” 신학지남, 통권 288호 

(2006년 가을호): 7-48.
맥가브란, 도날드 A. 교회성장이해. 전재옥, 이요한, 김종일 역. 서울: 한

국장로교출판사, 1997. 
몰러, R. 알버트, 피터 엔즈, 마이클 F. 버드, 케빈 J. 밴후저, 존 R. 프랭

키. 성경 무오성 논쟁. 제임스 메릭, 스티븐 M. 개릿 편. 방정열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부스, 웨인, 그레고리 컬럼, 조셉 윌리엄스, 조셉 비접, 윌리암 피츠제럴드. 

학술 논문 작성법. 제4판. 양기석, 신순옥 역. 서울: 휴먼싸이언스, 

2017.

바탕, 11 points(영어 논문 12 points), 보통체, 양쪽 맞춤, 문장 상하 간격 

1.5 lines 두 번째 줄부터 1 Tab 들여쓰기

부표제, 바탕, 14 points, 굵게, 왼쪽 맞춤, 위 문장과의 행간 더블 스페이스, 아래 
싱글 스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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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Plantinga, Richard J., Thomas R. Thompson, and Matthew D. 

Lundberg.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Theology: Introduction 
to Religion. 1st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Selderhuis, Herman J. ed. The Calvin Handbook. Translated by Henry 

J. Baron, Judith J. Guder, and Randi H. Lundell.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2009.

Sensing, Tim. Qualitative Research: A Multi-Methods Approach to 
Projects for Doctor of Ministry Theses. Eugene, Oregon: Wipf 
& Stock Publishers, 2011.

Slee, Nicola, and Fran Porter. Researching Female Faith: Qualitative 
Research Methods(Explorations in Practical, Pastoral and 
Empirical Theology). Abingdon, Oxford: Routledge, 2017.

Swinton, John, and Harriet Mowat. Practical Theology and Qualitative 
Research. 2nd ed. Norwich: Hymns Ancient & Modern, 2015.

Turabian, Kate L. A Manual for Writers of Research, Papers, Theses, and 
Dissertations: Chicago Style for Students and Researchers. 8th ed. 

Revised by Wayne C. Booth, Gregory G. Colomb, Joseph M. 

Williams, and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Editorial Staff. 

Chicago, Michiga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3.

기타 자료(사전·신문·인터넷·강의안·기타 미간행 자료 등)

권다윗. “호주 한인 디아스포라.” 강의, 알파크루시스대학, 시드니, 2015년 

9월 27일. 

장동현. “백인학생 공립학교 기피 심각.” 호주동아. 2008년 3월 11일 자.

퍼거슨, 싱클레어, 데이비드 라이트, J. I. 패커, 아가페 신학사전. 이길상 

외 3인 역. 서울: 아가페출판사, 2001.

 Routledg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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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그 외 논문 작성법 

(A Manual for the Other Academic Writing)

4.1  대표적인 논문 양식 참고 도서

•  본 논문 양식 규정 내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 기타 ‘논문 양식’ 또는 

‘논문 작성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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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이

비언의 시카고 양식). 제7판. 강경이 역. 서울: 한영문화사, 2017.
Turabian, Kate L. A Manual for Writers of Research Papers, Theses, and Dissertations: Chicago Style 

for Students and Researchers. 9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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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4.2  그 외 논문 양식 추천 참고 도서

•  알파크루시스대학의 논문 양식과 트레이비언(Turabian)의 논문 작성 

안내서 안에서 다루지 않는 한글 논문과 한국 신학계의 논문 작성

법에 관한 기타 안내는 다음의 추천 참고 도서들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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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벨, 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생명을 나누는 신비한, 영원한 연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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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rguson, Sinclair B., and David F. Wright, New Dictionary of 
Theology. Downers Grove, IL: IVP Academic,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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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bruar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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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작성법과 연구 방법론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받

는 질문 중 하나는 다름 아닌 “어떻게 하면 논문을 잘 쓸 수 있습니까”

였다. 그것은 학생과 초보 연구자라면 누구나 가지는 공통적인 질문일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본 제Ⅱ부에서 다룰 연구 방법과 학문적 글쓰

기 작성법은 가급적이면 쉽고 실용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물론 

논문 작성법의 전문성과 효과적 측면 역시도 균형을 이루면서 다룰 것

이다. 

앞선 머리말(preface)에서 언급한 것처럼 제Ⅱ부 안에서는 논문 작성과 

연구 방법의 A부터 Z까지를 구체적이면서도 포괄적으로 다룰 것이다. 

논문과 연구란 무엇인가라는 정의와 논문의 계획 단계부터 제출까지의 

전 과정을 가급적이면 예문을 사용하면서 설명할 것이다. 그 안에는 연

구 방법론 강의 내용도 일부 포함하고 있어 더러 구어체 문장도 발견될 

것이다. 그러한 노력은 학생과 초보 연구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시도

들이다. 학문적 글쓰기의 효과적인 방법을 다루기 위해 관련된 다양한 

전문 서적들을 충분히 참고하였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제 II 부 : 연구 방법과 학문적 글쓰기 작성법

  Research Methods and Academic Writing

제5장

학문적 글쓰기와 연구 방법 개론
(Introduction Regarding Academic Writing and 

Research Methods)

인류 역사상 문자가 최초로 사용된 시기는 언제일까? 문자의 최초 사

용 시기는 약 5,000년 전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책을 보관하거나 관리

한 미니 도서관 격인 서가는 약 2,500년 전부터 시작된 것 같다.1 엄밀

한 의미에서 보면 사실상 이때부터 글쓰기가 시작되었고, 여러 다양한 

형태의 초보적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다양한 정보와 지

식들, 예를 들면 자연, 과학, 문화, 예술, 종교, 철학, 스포츠, 신학, 역

사, 법과 규례 등 그 모든 것들은 지금까지 인류가 수행한 다양하고 방

대한 연구의 결과들이다. 그리고 인류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실제적 

혜택을 누리고 있다.

연구의 정의가 무엇인가?2 연구가 왜 필요할까? 연구가 왜 중요할

까? 연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일까? 특히 성서와 신학 

연구가 주는 가치가 무엇일까? 학문적 글쓰기(academic writing)3와 논문 

1 웨인 부스 외 4인, 학술 논문 작성법, 제4판, 양기석, 신순옥 역 (서울: 휴먼싸이언스, 2017), 11-
21. 그 외 연구의 역사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고하라. William Kelleher Srorey, Writing History: A 
Guide for Students, 3rd ed.(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Gail Craswell and Megan Poore, 
Writing for Academic Success, 2nd ed. (London: SAGE Publications, 2015).

2 구체적이고 보다 자세한 연구 방법론에 대한 설명은 제7장의 해당 부분을 참고하라.

3 학문적 글쓰기(academic writing)의 종류는 에세이, 연구 논문, 학위 논문, 학문적 서평, 논문 계획

서(essay and thesis proposal), 그리고 논평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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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에 효과적인 방법들의 순서나 과정이 있는가? 

이러한 기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본 제5장에서는 에세이(essay)와 연구 

논문(research thesis) 등의 학문적 글쓰기 이해와 연구 방법의 개론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에 대해서 다룰 것이다. 그 연구 방법의 개론 안에 있는 주

요 내용들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논문 작성과 학문적 글

쓰기의 효과적인 순서 또는 과정에 대해 선행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4

5.1  학문적 글쓰기의 효과적인 순서

최근에 학문적 글쓰기와 연구 방법에 관한 안내서들이 한마디로 ‘쏟

아져 나온다’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많이 출판되고 있다. 예전에는 논문 

작성법에 관한 안내서가 그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보다 최근에는 학문

적 글쓰기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다루는 연구 방법론에 관한 안내서

가 눈의 띄게 많아진 것 같다.5 특히 신학계 안에서는 그 현상이 더 두

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현존하는 연구 방법론의 안내서들이 제시하는 효과적인 연구 방법과 

학문적 글쓰기의 순서는 사실상 거의 대동소이한 것처럼 보인다. 일반

적으로 효과적인 논문 작성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연구 관심 분야와 주제의 선택 
•선행 연구 고찰 
•관련 참고 자료의 수집과 분석 
•연구 가설 및 논지(thesis statement)6 설정

4 효과적인 논문 작성에 관한 기술과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고하라. Phyllis Crème and 
Mary R. Lea, Writing at University: A Guide for Students, 3rd ed. (New York: Open University Press, 
2008); Yvonne N. Bui, How to Write a Master’s Thesis (London: SAGE Publications, 2009).

5 김기홍, 논문 작성 이렇게 하라, 개정 증보판 (서울: 시대의 창, 2016), 5. 연구 방법론의 대표적인 

안내서들에 관해서는 본서 안에 소개된 책들을 참고하라.

6 논지(thesis statement)란 논문의 전체 내용을 한두 문장으로 축약한 그 논문의 핵심 요점을 의미한다.

•논문 계획서(thesis proposal) 작성 
•논문 작성 
•검토 및 수정 
•제출7 

대부분의 학문적 글쓰기와 연구 방법에 관한 안내 책자들은 대략 이 

순서들 안에서 논문 작성의 효과적인 과정을 소개한다. 물론 어떤 안내

서는 일부 내용을 생략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추가하기도 하지만 대부

분 그 과정들이 비슷한 것 같다.

그러나 논문 작성 순서에 대해서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

다. 그것은 논문 작성 또는 학문적 글쓰기의 순서가 반드시 그 단계별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때로는 상황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진행하기

도 한다.8

예를 들면 주제를 선택하고 논지와 연구 가설을 선정한 후에, 해당 

주제에 대한 참고 자료들을 확보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논문의 주제

(topic)가 약간 또는 상당히 변경될 수도 있다. 아니면 논문 작성이 상당

히 진행되었음에도 논문의 핵심 논지가 다소 또는 완전히 수정될 수도 

있다. 학문적 글쓰기(academic writing)를 많이 한 경험자일수록 순차적이

기보다, 논문 진행 절차가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는 복잡한 형태로 갈 가

능성이 더 크다.9

한편 논문 작성이 한참 진행되는 도중에 예상치 못한 난제들을 만남

으로 인해서 논문 목차(table of contents)를 완전히 새롭게 수정할 때도 있

다. 심한 경우 상당 부분 공을 들여 연구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 

7 보다 자세한 실제적인 연구의 계획과 논문 작성에 관한 설명은 제7장을 참고하라.

8 Kate L. Turabian, A Manual for Writers of Research Papers, Theses, and Dissertations: Chicago 
Style for Students and Researchers, 8th ed. rev. Wayne C. Booth, Gregory G. Colomb, and Joseph M. 

William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3), 3-4.
9 Wayne C. Booth et al., The Craft of Research, 4th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3), xi-x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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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말하면 초보 연구자일수록 우선적으로 연구의 효과적인 

순서 안에 존재하는 각 단계들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이해할 필요가 있

다. 왜냐하면 논문 작성 순서의 각 단계들이 충분히 이해될 때 보다 완

성도 높은 학문적인 글쓰기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연구 방법

론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또 효과적으로 적용한다면 학문적 글쓰기에서 

높은 자신감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이다. 

5.2  학문적 글쓰기와 연구 방법 개론

5.2.1 연구와 논문의 정의

5.2.1.1 연구의 정의: 연구란 무엇인가?

연구란 무엇인가?10 학문적 글쓰기의 고전 중 하나인 학술 논문 작성

법의 저자인 부스(Wayne C. Booth)는 넓은 의미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연구라는 것은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
를 수집하는 행위를 말한다.11 (이탤릭체는 본 필자의 강조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연구는 어떤 질문에 대한 논리적인 답을 찾기 위

해서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 비평, 평가, 그리고 학문적 글쓰기를 하는 

행위 그 전부를 말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12 따라서 연구는 크게 ‘문

제’와 ‘연구’라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대표적인 실례는 다음과 같다:

10 연구의 정의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고하라. Injae Im and Shinyoung Kim, How to Write a 
Research Paper, 2nd ed.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12), 2-3.

11 Booth, The Craft of Research, 10.
12 Kate L. Turabian, A Manual for Writers of Research Papers, Theses, and Dissertations: Chicago 

Style for Students and Researchers, 9th ed. rev. Wayne C. Booth, Gregory G. Colomb, and Joseph M. 

William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8), 5-6.

•문제   최근 10년 간의 호주 교민 수(학생, 관광, 워킹홀리데이 소지자 포함)의 
증가 또는 감소에 관한 정확한 자료(data) 및 수치를 알아야 할 필
요가 생겼다. 

•연구   우선 비슷한 선행 연구 자료들이 있는지 관련 자료 조사 및 수집을 
한다. 만약 없을 경우 호주 내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또
는 호주 이민성과 통계청 등 관련 기관들의 자료를 다각도로 수집
하고 분석한다. 

이와 같이 크게 문제와 연구라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연

구라는 것이다. 또 다른 대표적인 실례는 다음과 같다:

•문제   갑자기 최근 10년 간의 호주 이민교회의 창립(establish, open)과 폐
교회(closed)의 수치를 조사해야만 할 이유가 생겼다. 

•연구   최근 10년 간의 호주 이민교계의 월간지인 크리스찬리뷰 등의 해
당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만약 
통계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시드니교역자협의회나 멜버른 교역자
협의회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할 수
도 있다.

이것을 신학 연구의 정의에 응용하면 어떤가? 신학 연구의 정의가 무

엇인가? 신학 연구란 “성서와 신학, 그리고 신앙 안에서 발생한 어떤 질

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 비평, 평가, 그리고 

작문하는 행위이다.”

5.2.1.2 논문의 정의: 논문이란 무엇인가?

좀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관점에서 학문적 글쓰기 또는 논문의 정의

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자. 논문이란 무엇인가? 표준 논문 작성법을 

저술한 현요한은 논문이란 “저자가 어떤 중요한 학술적인 주제 혹은 문

제에 대하여 일련의 사실에 바탕한 객관적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주장하는 글이다”라고 진술한다.13

그에 따르면 논문은 어떤 주제에 대한 관련 자료들을 짜깁기한 문서

13 현요한, 장로회신학대학교 표준 논문 작성법, 개정판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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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니라는 것이다. 논문은 어떤 주제에 대한 전문 자료들을 단순하게 

나열한 것도, 단순한 수준에서 수집하고 정리한 후 제시만 하는 것도 아

니다. 그것들 외에 논문은 문제와 주제에 대한 저자 자신의 비평과 평가

가 포함된 탐구와 연구, 그리고 그 연구에 관한 생산적인 결과가 포함되

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종합하면 논문의 가장 핵심 요소는 ‘객관적 연구 진행’과 ‘그 결과의 

체계적 제시’라고 볼 수 있겠다.

5.2.2 연구 방법론의 목적

왜 굳이 연구와 연구 방법론이 필요한가? 연구 방법론을 배우는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 무엇인가?14 그 목적은 두말할 필요 없이 여러분이 학

문적 글쓰기를 해야만 하는 학생이기 때문이다. 또는 여러분이 한 연구

자로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야만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 관

점에서 연구 방법론은 그 연구가 효과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매우 유익

한 정보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배울 필요가 있으며, 올바르게 이해할 가

치가 있는 것이다.

만약 연구를 처음 시작했거나, 아니면 연구와 논문 작성의 경험이 그

리 많지 않다면 학문적 글쓰기가 여간 부담스럽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연구 경험이 많은 경험자라 할지라도 만약 연구 방법론에 관한 전반적

인 이해가 없는 경우라면 마찬가지로 논문 작성이 상당한 중압감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연구 방법론의 목적은 매우 간단하다. 연구 방법론은 

학문적 글쓰기와 연구 활동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걸쳐서 진

행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원리를 제공한다. 

14 연구 방법론과 문헌 비평에 관한 기술과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고하라. Angela Thody, 
Writing and Presenting Research (London: SAGE Publications, 2006), 89-106.

한마디로 연구 수행을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학생과 연구자

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로 연구 방법론의 가장 주된 목적이라 하겠다.

5.2.3 연구 방법론의 중요성

학문적인 글쓰기를 함에 있어서 연구 방법론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

가?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연구 방법론은 오히려 연구자의 창

의성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것이 연구 방법론과 논문 작

성법이라는 어떤 정해진 틀을 가지고 다루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연구 방법론은 마치 벽돌을 똑같은 형태로 찍어내듯이 연구

자의 창의성을 오히려 제한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굳이 연구 방법론을 배우는 것이 실제적으로 학문적 글

쓰기에 큰 도움이 되겠나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결국 연

구 방법론도 논문 작성의 실제적인 현장을 벗어난 하나의 이론과 지식 

전달로 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구 방법론과 논문 작성법을 배우는 것이 연구자의 창의성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큰 오해이다. 그 반대로 학문적 글쓰기

(academic writing)를 배우고 훈련하는 것은 연구자의 비평적 사고, 효과적

인 논리 전개, 창의적 사고를 하는 것에 있어서 실제적인 많은 변화와 

도움을 가져다준다.15

사실상 좋은 논문은 연구자 자신보다는 독자들(readers) 또는 평가자

(examiners)가 관심 있게 읽는 글을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연

구자가 해당 주제에 대한 독자들의 질문들을 예상하면서 글을 쓸 때 좋

은 작품이 나올 것이다. 

15 Booth, The Craft of Research,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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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연구의 가치

연구자에게 연구 활동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가치를 묻는다면 아

마도 많은 이들이 학문 분야와 사회, 그리고 신학의 경우 교회에 공헌하

는 것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아니면 연구자 자신의 학문적인 성장과 발

전이라고 대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것들도 연구 활동을 통

해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가치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보다 핵심적인 가치는 다른 것에 있

다. 그 핵심적 가치는 연구 활동을 통해서 위대한 스승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그 위대한 분을 만날 뿐만 아니라 가상적 

또는 실제적으로 대화도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하나의 실례를 들어 보자. 만약 연구자가 종교개혁의 위대한 신학자 

칼빈을 연구한다고 가정하면 어떤가? 아마도 그 연구자는 기독교의 대

표적인 고전 중 하나인 칼빈의 기독교 강요16와 그의 신학 작품들을 연

구하게 될 것이다. 그 연구 과정에서 그는 십중팔구 칼빈의 목소리와 호

소, 그리고 그의 강력한 카리스마 있는 성서적 강조들을 그의 글들을 통

해 분명히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위대한 스승과의 대화는 전혀 지루한 대화가 아니다. 왜냐하면 연

구 과정에서의 대화는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인 칼빈 두 사람만이 참여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연구 대화에는 권위 있는 칼빈을 연구한 

다양한 개혁 신학자들도 참여하기 때문이다.17

16 존 칼빈, 기독교 강요, 김종흡 외 3인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8);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vol. 2, ed. John T. McNeill, trans. Ford Lewis Battles (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60).

17 칼빈 신학 연구의 자료가 되었던 대표적인 개혁 신학자들과 그들의 저서들은 다음과 같다: Richard 
A. Muller, After Calvin: Studies in the Development of a Theological Tradi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John Murray, Collected Writings of John Murray: Lectures in Systematic Theology (Carlisle, 
Pennsylvania: Banner of Truth, 1991); Burk Parsons, John Calvin: A Heart for Devotion, Doctrine, and 
Doxology (Lake Mary, FL: Reformation Trust, 2008); Charles Partee, The Theology of John Calvin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8); Herman J. Selderhuis, The Calvin Handbook, trans. Henry J. Baron 

연구의 핵심 가치 관점에서 보면 일반 연구와 신학 연구 간에는 명확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신학 연구 또는 신실한 신학자가 다루는 연구 활동 

안에서는 성부·성자·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the Triune God) 그 연구 

대화에 영적으로 임재하시고 주권적인 대화자로 참여하기 때문이다.18

역설적으로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적인 대화자로 참여하지 않

는 신학 연구는 학문성을 유지할 수는 있어도, 자칫하면 그 믿음의 신실

성과 생명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런 관점에서 신학 연구는 항상 성부·성자·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과 또한 그분의 말씀인 성서와의 긴밀한 연관성 안에서 철저히 다루어

져야 한다. 결국 신학 연구의 핵심적 가치는 일반 연구에서 얻을 수 있

는 가치뿐만 아니라, 신학 연구 활동을 통하여 다름 아닌 삼위일체 하나

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그리고 깊이 있고 차원 높은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신학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핵심적 가치이다.

5.3  연구 활동의 효과적 기법

본 항목 안에서는 연구 활동의 효과적인 기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

펴볼 것이다. 그 내용들은 연구를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방법 내에 있는 

기술적인 부분(technical skills)을 다루는 것은 아니다. 또한 실제적인 학문

적 글쓰기 기법을 다루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제6장에서부터 집중적으

로 다룰 것이다. 본 항목에서 다루는 내용은 연구자의 연구 활동 전체가 

and Judith J. Guder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9); Lewis 
B. Smedes, All Things Made New: A theology of man’s union with Christ (Eugene, Oregon: Wipf & Stock 
Publishers, 1998); François Wendel, Calvin: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His Religious Thought, trans. 
Philip Mairet (London: Collins, 1963).

18 웨인 부스, 그레고리 콜럼, 조셉 윌리엄스, 영어논문 바로쓰기, 제7판, 강경이 역 (서울: 한영문화

사, 2017),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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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하나의 연구 기법

을 살펴볼 것이다.

많은 이들은 연구 활동과 학문적 글쓰기 등을 연구자 자신 혼자서 하

는 것으로 생각한다. 실제로도 연구자가 책을 읽고 논문을 작성할 때 여

럿이 모여서 하는 연구 활동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에 연구자 

자신만이 혼자 책상에 고독하게 앉아서 연구와 씨름하는 모습을 우리는 

훨씬 더 많이 발견한다.

그러나 연구의 처음 계획 단계부터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작성할 때

까지의 실제적 연구 활동은 다양한 학자들과의 활발하고 또한 차원 높

은 대화와 토론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비록 겉으로 그리고 실제적으

로 보이는 모습은 연구자 혼자서 수많은 책들과 또는 수많은 연구 자료

들과 씨름하며 연구하는 것처럼 보여도 말이다. 

연구는 연구자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의 두 대상들과 함께 끊

임없는 가상적 대화와 토론을 통해 진행된다(경우에 따라서는 그들과의 실제

적 대화를 통해 연구가 진행될 때도 있다).

5.3.1 독자와 같이하는 연구

연구자와 연구 활동을 함께하는 첫 번째 대상은 다름 아닌 독자들이

다.19 그들은 가상의 인물들일 수도 있고, 실제적인 인물들일 경우도 있

다. 효과적인 연구는 먼저 그 독자들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진행

된다. 이것이 바로 효과적인 연구 기법 중 하나이다. 

학생들의 소논문(essays)은 담당 교수에 의해 그 주제들이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논문 제목이 완전

19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계시(대화에 참여)한다는 신학적 원리에 대해서는 김명용, 칼 바르트의 신학

(서울: 이레서원, 2007), 103-46을 참고하라.

히 확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학생들은 논문 작성을 마치 자신들만이 해

결해야 하는 고독한 싸움이 필요한 과제로 인식하게 된다. 같은 맥락에

서 학문적 글쓰기와 연구 활동은 마치 연구자 자신만의 노력에 의해서, 

또한 연구자 자신만의 사고와 논리, 분석과 해석, 비평과 평가 등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academic writing, 즉 학문적 글쓰기는 전혀 그렇지 않다. 학

문적 글쓰기와 연구는 그 연구 주제와 관련된 가상의 독자들과의 끊임

없는 상상의 대화로 진행될 때 효과적인 연구가 된다. 

실제적인 한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논문 주제가 “칼빈 신학의 재발

견: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대부분의 학

생들은 그 주제의 문제 의도를 파악하고, 필자인 자신의 입장에서 문제

를 해결하는 일에 대부분의 에너지를 집중시킬 것이다. 그러나 경험 있

고 실력 있는 연구자들은 그 주제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독자들과 상상

의 대화를 전개한다:

•  칼빈 신학에 익숙한 독자들은 ‘재발견’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할까?
•  ‘재발견’이라는 의미를 그 독자들은 “종교개혁 5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아직도 칼빈 신학 안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어떤 중요한 신학적 
주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  ‘칼빈 신학의 재발견,’ 이런 제목은 마치 저자가 기존의 칼빈주의 신학자
들의 신학 업적을 무시하는 분위기를 연상시키는군! 

•  ‘칼빈 신학의 재발견,’ 이 제목은 필자 자신의 자만심과 독선적인 의견을 
부각시키는 군!

•  왜 ‘칼빈 신학의 재발견’이라는 주제에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이라는 부
제를 정했을까? ‘칼빈 신학의 재발견’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이 그
토록 중요한 하나의 핵심 주제인가? 

•  과연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칼빈 신학의 재발견’
이라는 거창한 말로 주제를 정해야만 했는가?

이와 같이 해당 주제와 연관된 가상 독자들과의 끊임없는 상상의 대

화는 연구를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작업에 도움을 준다. 뿐만 아니라 그

것은 연구를 객관적이고 논리적이며, 관심적이고 흥미로우며, 또한 창

의적이고 비평적으로 진행하는 결과를 가져다준다. 그 결과 가독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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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한편 독자들과의 가상의 대화를 통해 연구가 진행될 때 그 대상에 따

라 전문적인 용어를 빈번하게 사용하기도 하고, 정반대로 실용적인 어

휘를 사용하기도 하는 효과가 있다. 독자가 누군가에 따라 사용하는 용

어, 어휘, 표현, 연구 방식에 차이를 둠으로써 효과적인 글쓰기가 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할 때 독자와의 지속적인 상상의 대화는 

결국 그 글을 읽는 독자들과 또는 평가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최대로 유

발시킨다. 또한 그들과의 상상의 대화를 통해 미리 독자들과 평가자들

의 비평을 예상하며 글쓰기를 진행할 수 있다. 그 결과 주관적인 글보다

는 완성도 높은 객관적인 작품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독자와의 끊임없는 상상의 대화를 통한 연구 활

동이야말로 매우 효과적인 연구 기법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5.3.2 저자와 같이하는 연구

연구자가 연구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함께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두 번째 대상은 다름 아닌 참고 자료의 저자들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연구가 표면적으로는 연구자 혼자 하는 고독하면

서도 고된 활동처럼 보일 수 있다. 실제로 경험 없는 초보 연구자들은 

대부분 그런 고립된 혼자만의 연구를 끊임없이 반복한다. 

그러나 경험 많은 유능한 연구자들은 효과적인 연구를 한다. 그들은 

자신이 연구하고 있는 참고 자료들의 권위 있는 저자들과의 다음과 같

은 지속적인 상상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연구를 진행한다: 

•저자 당신의 글 안에 새로운 흥미로운 사실들이 많이 있네요!
•저자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논지와 핵심 메시지는 이것들이 아닌가요?
•  혹시 저자 당신의 이런 강조들과 이런 중심 사상이 당신을 권위 있는 학자

로 만든 건가요? 아니면 연구자인 내가 보기에 당신의 핵심 강조는 다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과 다른 것 같은데 저자 당신은 내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  당신의 주장과는 다르게 홍길동은 완전히 다른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다
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의 진술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  저자 당신의 주장에 대해서 홍길순은 동의하면서도, 이렇게 새롭게 해석
하고 있는데 당신 생각은 어떤가요?

•  저자 당신이 이러한 표현들을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
가요? 혹시 그것들이 당신 신학(이론)의 한 핵심 사상(아이디어)이 아닌가요? 

•  (저자가 신학자인 경우) 당신의 핵심 메시지가 성서의 주된 강조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이제까지 아무도 당신의 핵심 주
장에 대하여 복음과의 긴밀한 상관성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보기
에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 해석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이와 같이 저자들과의 상상의 대화는 연구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게 만

든다. 저자와의 대화는 연구 활동을 지루하고 고독한 고된 작업이 아니

라, 반대로 활기차고 가치 있는 작업으로 바꾸어 낸다. 

또한 참고 자료들의 저자들과의 끊임없는 상상의 대화와 토론은 해당 

연구를 창의적이고 비평적이게 만든다. 주관적이지 않고 객관적일 것이

며, 지루하고 진부한 내용이 아니라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과 흥미

를 유발시킬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이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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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효과적인 참고 자료 분석법과 학문적 서평 작성법
(Effective Reference Analysis and Writing Skills for 

Academic Book-Review)

6.1  효과적인 참고 자료 분석법의 3대 구성 요소

참고 자료 분석 방법의 주요 3대 구성 요소는 ‘책 읽기(reading)와 해

석(interpretation),’ ‘분석 작업(analysis),’ 그리고 ‘비평과 평가(criticism and 

evaluation)’이다.1

6.1.1 책 읽기와 해석

6.1.1.1 책 읽기와 해석을 할 때 가지는 기본적 질문들

책 읽기와 해석을 할 때는 최소한 다음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실행해

야만 한다.2 첫째, 해당 책의 ‘저자가 말하려는 핵심 주제가 한마디로 무

엇인가’이다. 연구자는 반드시 이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책 읽기

와 해석을 해야만 한다. 모든 신학 서적과 연구 논문 등 학문적인 글쓰

기의 작품들 안에는 반드시 논지(thesis statement)라는 것이 존재한다.

1 학문적 글쓰기의 자료 수집과 분석에 관한 기술과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고하라. Iain Hay, 
Dianne Bochner, Gill Blacket and Carol Dungey, Making the Grade: A Guide to Successful Communication and 
Study, 4th ed. (South Melbourne: Oxford University, 2012), 271-382; 정병기, 논문작성을 위한 스터디 독

서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2 비평적인 책읽기에 관한 기술과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고하라. Deanne Spears, 

Developing Critical Reading Skills, 8th ed. (New York: McGraw-Hill, 2009); Dorothy U. Seyler, Read, 
Reason, Write: An Argument Text and Reader, 8th ed. (New York: McGraw-Hill Higher Education, 
2008).

논지란? 한마디로 “논문의 저자가 주장하려고 하는 글의 핵심적인 요

점”이다.3 이것이 논지의 정의(definition)이다. 그런 관점에서 ‘논문’의 정

의는 저자가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하여 연구 분석한 결과들을 학문적 글

쓰기로 주장하는 것이라고 할 때 ‘논지’는 무엇인가? 논지는 해당 논문

의 저자가 그 글을 통해 주장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나 요점을 의

미한다. 

논지는 아무리 많은 단어 수로 구성된 논문과 전문 서적이라 할지라

도 일반적으로 단 한두 문장(sentence)으로 요약된다. 물론 때로는 하나

의 문단(paragraph)으로 논지가 구성될 때도 있긴 하다. 그러나 그런 경우

는 흔하지 않다. 하여간 모든 신학 서적들과 연구 논문들 안에는 각각의 

논지가 존재한다. 그 논지야말로 바로 저자가 해당 논문 또는 책 안에서 

말하려는 ‘핵심 주제’(central theme)와 긴밀한 연관성을 가진다. 

‘핵심 주제’는 해당 책과 논문 안에서 매우 빈번히 반복적으로 강조된

다. 왜냐하면 저자는 결국 그 ‘핵심 주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수많은 

지면들을 할애하여 해당 책과 논문을 쓴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대부분의 연구 논문과 신학 서적들도 결국엔 저자가 어

떤 하나의 핵심 주제를 말하려고 방대한 책의 내용들을 저술한 것이다. 

따라서 모든 책과 논문들 안에는 저자가 말하려는 하나 이상의 핵심 주

제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 핵심 주제가 해당 책과 논문들의 전체적인 내

용을 끌고 가는 하나의 중요한 ‘길잡이’(guide)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저자가 해당 책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올바르

게 알려면, 반드시 “저자가 말하려는 핵심 주제가 한마디로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책 읽기를 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과연 그런 핵심 주제 파악을 위한 질문을 가지고 책 읽기를 

하면 ‘효과적인 참고 자료 분석법’ 작업에 실제로 어떤 유익이 있는가? 

3 현요한, 표준 논문 작성법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사, 201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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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첫째는 저자가 의도한 그 책의 저술 목적을 보다 올바르게 파악

할 것이다. 그 다음은 논문에 인용하고 참고할 그 책이 자연스럽게 분

석, 해석, 비교, 평가될 것이다. 그 결과 결국 전반적인 연구자의 ‘학문

적 글쓰기’가 보다 완성도 높게 이루어질 것이다. 

둘째, 책 읽기와 해석을 할 때는 반드시 “저자가 이 책을 저술하면서 

사용한 연구 방법론 또는 신학 방법론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읽어야만 한다. 일반 서적은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학문적인 서적 안에

는 반드시 해당 주제를 연구하는 방법론이 존재한다. 이것을 논술 방법

이라고도 하고 진술 방법이라고도 한다. 보다 전문적이고 신학적인 용

어로는 ‘연구 방법론’(research methodology) 또는 ‘신학 방법론’(theological 

methodology)이라고 부른다. 

‘방법론’은 쉽게 말하면 하나의 관점(viewpoint)이나 방법(method)을 의

미한다고 볼 수 있다.4 또한 관점은 칼라 안경(color glasses)과도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색깔의 안경을 끼고 보느냐에 따라서 사물이 전혀 다른 

색으로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글의 

방향과 내용이 사실상 결정된다.

전공 연구 분야에 따라 연구 방법론은 각각 다르다. 그러나 공통적으

로 연구 분야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연구자나 신학자들마다 각자

의 독특한 연구 방법론과 신학 방법론 등을 활용한다. 다음은 신학계 안

의 다양한 신학자와 그들의 연구 방법론에 관한 예들이다:

바인펠트(Moshe Weinfeld) 등의 언약 신학자들은 성경과 신학을 ‘언약’ 
(covenant)의 관점으로 다룬다.5 쉽게 말하면 그들은 성경과 신학 전체를 다
름 아닌 ‘언약’이라는 안경으로 본 것이다. 그 결과 그들은 성서의 수많은 사
건과 주제들을 ‘언약’이라는 중심적 관점으로 해석한다. 마찬가지로 폰 라트

4 연구 방법론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안내는 제7장 7.2.1.5의 내용을 참고하라.

5 Moshe Weinfeld, “The Covenant of Grant in the Old Testament and the Ancient Near East,” 
JAOS 90 (1970): 184-203; Dennis J. McCarthy, Treaty and Covenant (Rome: Pontifical Biblical 
Institute, 1963); Meredith Kline, By Oath Consigned (Grand Rapids: Eerdmans, 1968).

(Gerhard von Rad)와 판넨베르크(Wolfhart Pannenberg) 같은 이들은 성경과 신학
을 ‘구원사’라는 관점으로 다룬다.6 그들은 성서의 내용과 신학의 주제들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사’라는 안경으로 바라본 것이다. 한편 바르트(Karl 
Barth)는 성경과 신학을 어떤 관점으로 다루는가? 계시 중심적 신학 관점으
로 해석한다. 한편 존 웨슬리(John Wesley)의 신학을 추구하는 웨슬리안 신학
자들은 어떤 관점으로 구원론을 다루는가? ‘자유의지’(free will)의 관점이다.7 
반면에 존 칼빈(John Calvin)의 신학을 추구하는 헤르만 바빙크(Herman 
Bavinck, 1854-1921),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벤자민 워필드(B. B. 
Warfield) 같은 칼빈주의 신학자들은 구원론을 ‘예정론’(predestination)의 관점
으로 다룬다.8 현대에 와서 게르트 타이쎈(Gerd Theissen) 같은 자유주의 신학
자는 신약성서를 ‘역사적인 예수’의 관점으로만 바라보길 강조한다.9 구스타
보 구티에레즈(Gustavo Gutiérrez) 같은 해방 신학자는 성서와 신학을 ‘해방’의 
관점으로 해석하길 주장한다.10 엘리자베스 쉬슬러 피오렌자(Elisabeth 
Schüssler Fiorenza) 같은 여성 신학자는 성서와 신학을 ‘여성’ 중심의 관점으로 
바라보기를 주장한다.11 보다 최근에 떠오르는 명성 있는 조직 신학자인 마
이클 호튼(Michael Horton)은 신학을 ‘천국 가는 순례자’의 중심으로 신학을 재
해석하기도 한다.12

6 Gerhard Von Rad, Old Testament Theology, 2 Vols. trans. D. M. G. Stalker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67); Wolfhart Pannenberg, An Introduction to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1991).

7 김영선, 존 웨슬리와 감리교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존 웨슬리의 구원론에 관한 개혁주

의 관점에 다룬 설명은 유창형, 개혁주의 입장에서 본 죤 웨슬리의 성화론 (서울: 도서출판 목양, 2009)을 

참고하라.

8 Karl Barth, Church Dogmatics, 14 Vols. ed. G. W. and T. F. Torrence (New York: T&T Clark, 
1975); Herman Bavinck, Reformed Dogmatics, 4 Vols. (Grand Rapids, Michigan: Baker Academic, 
2008); Abraham Kuyper, Lectures on Calvinism (Seattle, WA: CreateSpace Independent Publishing 
Platform, 2009); Benjamin Breckinridge Warfield, Inspiration and Authority of the Bible, 2nd ed. 
(Phillipsburg, NJ: P & R Publishing, 1980). 칼 바르트의 신학 해석에 대해서는 김명용, 칼 바르트의 신학 

(서울: 이레서원, 2007)을 참고하라. 

9 게르트 타이쎈, 아네테 메르츠, 역사적 예수: 예수의 역사적 삶에 대한 총체적 연구, 손성현 역 (서

울: 다산글방, 2002).
10 Gustavo Gutiérrez O. P., A Theology of Liberation: History, Politics, and Salvation, trans. Sister 

Caridad Inda and John Eagleson (New York: Orbis, 1973).
11 Elisabeth Schüssler Fiorenza, In Memory of Her: A Feminist Theological Reconstruction of 

Christian Origins (New York: Crossroad, 1983). 성서와 신학에 대한 다양한 해석 방법론에 대해서는 앤

서니 티슬턴, 성경해석학 개론, 김동규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2)을 참고하라.

12 마이클 호튼, 천국 가는 순례자를 위한 조직신학: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위한 핵심 교리, 박홍규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5). 하물며 최성렬 같은 덜 유명한 신학자도 다양한 신학을 수용하지만, 결정적

인 순간에는 다름 아닌 ‘삼위일체 중심적 신학’이라는 관점으로 성경과 신학을 다루려고 노력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그는 가능하면 ‘삼위일체 중심적 신학’이라는 안경을 끼고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적 주제를 다

루려고 시도한다. 아니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 신자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신학적 관

점으로 성경과 신학을 해석하려고 시도한다. Sung R. Choi, “Union with Christ? Re-reading Calvin 
as Constructive Proposal for Korean Calvin Reception,” (PhD diss., Stellenbosch University, 2015); 
idem., “Re-reading Calvin’s Theology: Through the Viewpoint of Union with Christ Thought,” Korean 
Journal of Systematic Theology, no. 45 (September 2016): 2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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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거의 대부분의 전문 신학 서적 안에는 반드시 저자의 논술 

방법인 연구 방법론 또는 신학 방법론이 존재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자는 그 신학 방법론을 그의 저서 안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강조

한다. 결국 그 신학 방법론이 그의 책을 전반적으로 이끌어 가는 하나의 

방향키(directions keys)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참고 자료의 책 읽

기와 해석을 할 때는 반드시 ‘저자가 이 책을 저술하면서 사용한 연구 방

법론 또는 신학 방법론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읽어야만 한다.

그렇다면 과연 이 책의 연구 방법론 또는 신학 방법론이 무엇인가라

는 질문을 가지고 책 읽기를 하면 참고 자료의 분석 작업에 실제로 어떤 

유익이 있을까? 먼저는 해당 참고 자료의 저자가 자신이 계획한 연구 

주제를 어떤 독특하고도 효과적인 방식으로 논술하고 전개했는가를 파

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그 참고 자료의 구조와 내용이 자연스럽

게 분석되고 해석될 것이다. 그 영향으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전반적인 

참고 자료의 분석과 비평이 보다 학문성 높게 파악될 것이다.

6.1.1.2 책 읽기와 해석을 할 때의 주의 사항

첫째, 연구자는 참고 자료 책의 내용과 모순되거나, 책 내용의 신학

적 의미를 완전히 왜곡시키는 방향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연구자들

마다 자신이 영향받은 신학적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책과 참고 자

료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해석이 옳다거나 틀리다거나 말할 수 없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

구자의 해석이 해당 책의 내용과 모순되거나, 해당 책의 내용과 신학적 

의미를 왜곡시킨다면 사실상 그 해석은 정확성, 객관성, 논리성, 그리고 

학문성이 결여된 해석이 될 것이다.

둘째, 책 읽기와 해석을 할 때의 또 다른 주의 사항은, 해석은 절대로 

단순한 요약(simple summaries)이 아니라는 점이다. 책의 단순한 내용 요

약은 학문성 있는 해석이 될 수 없다. 오히려 학문적 글쓰기 안에서는 

책의 내용을 지나칠 정도로 장황하게 요약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단순

한 책의 요약은 짜깁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므로 에세이나 논

문 등의 학문적 글쓰기 안에서 연구자는, 저자가 강조하는 주요 내용들

을 반드시 비평하며 해석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 창의적 비평과 해석 부

분이 학문적 글쓰기의 주를 이루어야만 한다. 

셋째, 책 읽기와 해석을 할 때의 또 다른 주의 사항은 반드시 그 참고 

자료나 책 전체를 다 읽기 전에 성급하게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아

야 한다. 물론 책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서론이다. 서론은 마치 

그 책의 지도(map)와 같아서 대부분의 경우 저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핵

심 주제가 그 안에서 소개되기 때문이다. 또한 책의 전반적인 내용 전개

에 대한 소개 역시도 서론 안에서 대부분 잘 드러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론만을 읽고 참고 자료나 책의 전체 내용을 서

둘러 해석하거나 평가하게 되면 저자가 어떤 방식으로 논지를 전개하고 

검증해 나가는가를 놓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하나의 참고 자료나 책

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그 책을 다 읽은 후에 하는 것이 가장 모범적

인 방법이다.

기타 효과적인 책 읽기와 해석을 할 때의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책의 전체가 아닌 극히 일부분만을 가지고 그 책 전체를 비평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해야 한다. 
둘째, 다른 참고 자료를 통한 객관적 근거나 논리적 체계 없이 무리하게 연
구자의 주관적 관점만을 가지고 해당 책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비평하는 것
에 대해서 주의해야 한다.
셋째, 연구자 자신의 독특한 관점으로 참고 자료나 책의 내용을 해석하고 
비평하는 것은 좋은 시도이다. 그러나 저자의 학문적 노력과 연구 업적을 
완전히 무시하고, 반면에 연구자 자신의 생각만이 옳은 것처럼 지나친 주장
을 하거나 해석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책 읽기와 해석을 위해서 해당 참고 자료의 저자

에 대해서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저자의 신학 사상과 저자의 저술과

는 긴밀한 연관성이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책을 읽고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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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저자의 신학 사상이나 학문적 배경을 미리 알게 되면 저자의 저술 

의도와 핵심 주제를 파악하는 것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6.1.2 자료 분석

효과적인 참고 자료 분석법에서 중요한 두 번째 구성 요소는 ‘분석’ 

(analysis)이다.

6.1.2.1 분석할 때 가지는 기본적 질문

책을 ‘분석’할 때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연구자 자신의 독특한 연구 방

법이나 신학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면 보다 높은 학문성과 비평성 높은 

분석을 기대할 수 있다. 참고 자료나 책을 분석할 때 다음과 같은 질문

을 가지고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저자는 그 책의 중심 주제를 어떤 전체 구조를 가지고서 전개하고 있
는가? 
둘째, 저자는 어떤 구조와 함께 또한 어떤 내용으로 그 책의 중심 주제를 증
명해 나가고 있는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분석’은 그 책의 전체 구조에 대한 문제를 다룬

다. 동시에 ‘분석’은 그 책의 구조가 다름 아닌 어떤 내용으로 연결되어 

전개되었는지를 다룬다. 따라서 기술적인 ‘분석’의 핵심은 저자의 논지

가 책의 전체 구조와 또한 책의 내용들과 어떤 연관성 안에서 어떤 논리

적인 방식으로 전개했는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에 있다. 

“책의 전체 구조와 내용은 어떤 방식으로 상호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

고 다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한 분석 기법은 매우 효과적인 연

구 방법이다. 왜냐하면 만약 저자가 자신의 연구 주제와 논지를 책의 전

체 구조와 내용 간에 일관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다루었다면, 그 안에

는 그 책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 주제, 연구 방법론, 또는 신학적 

관점 등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앞서 소

개한 두 질문들을 가지고 참고 자료를 분석할 때 보다 비평성과 학문성 

높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크다. 더 구체적인 분석 기법은 다음과 같다.

6.1.2.2 분석의 두 방향: 책의 구조와 내용 파악

참고 도서를 분석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만 하는 분석 방법은 앞서 다

룬 것처럼 크게 두 항목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첫 번째가 책의 구조(the structure of book)이다. 

책을 분석할 때 전체 구조를 가장 먼저 다루어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

하는 연구 방법론 안내서는 그리 많지 않다. 대부분의 논문 작성법 안내

서들은 책을 분석함에 있어서 그 ‘내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다루어야 

하는지에 집중을 한다.13 한마디로 분석 작업에서 책의 내용에만 지나친 

집중을 한다. 반면에 책의 전체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 학문적 글쓰기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별로 강조하지 않는다.

책의 구조와 책의 내용은 사실상 긴밀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다. ‘구

조’가 책의 기본 뼈대(basic skeleton)라고 한다면, ‘내용’은 그 뼈대의 살

(skeletal flesh)과 같은 것이다. 저자는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중심 주제를 

효과적으로 풀어 가기 위해서 책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세운다. 그리고 

책의 뼈대라는 구조 위에 개요(outline)를 세우고 그 책의 내용을 채우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책의 구조를 분석하는 작업은 그 책의 내용을 전

체적인 시각으로 파악하는 매우 중요한 연구 방법이 된다.

예를 들면 다음의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대한 ‘구조 중심의 분석 사례’

가 효과적인 분석 기법의 한 예가 될 것이다:

13 책의 분석에 있어서 구조의 분석에 대한 간과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들을 비교해 보라: Booth, A 
Manual for Writers of Research; Kate L. Turabian, A Manual for Writers of Research Papers, Theses, and 
Dissertations: Chicago Style for Students and Researchers, 8th ed. rev. Wayne C. Booth, et el.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3); 김기홍, 논문 작성 이렇게 하라; 우드, 신학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현요한, 장로회신학대학교 표준 논문 작성법; 임원택, 논문 작성법 (서울: 도서출판 대서,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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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총 네 권이다. 이와 같이 종교개혁 신학의 가장 대표
적이고 가장 영향력 있는 고전 중 하나인 기독교 강요는 총 4권으로 만들어
졌다. 그리고 각 권의 분량과 책의 두께도 만만치 않다. 그런 엄청난 분량 
때문에 기독교 강요 안에 있는 책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쉬운 연구 
작업이 아니다.
실제로 이제까지 방대한 분량을 가진 책인 그 기독교 강요14 내에 신학적인 
‘구조’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조심스러운 논의들이 있어 왔다. 그러나 칼빈은 
잘 알려진 것처럼 매우 뛰어난 조직적이며 논리적인 사상가이다.15 그런 이
유로 인해 칼빈이 그 방대한 분량의 기독교 강요를 저술하면서도 매우 조직
적이며 체계적으로 신학을 전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거의 모
두가 동의를 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기독교 강요 안에서 매우 다양한 신학적 주제들과 교리
들이 아무런 체계성 없이 너무 지나치게 방만하거나, 아니면 무분별하게 다
루어지지 않도록 뼈대 역할을 하는 신학적인 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은 너무
나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그 구조를 신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다우위(Edward A. Dowey, Jr.)
는 “하나님의 이중 지식”(duplex cognition domini)으로 주장하고,16 파커(T. H. 
L. Parker)는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
식”(knowledge of God and ourselves)으로 분석하며,17 파르티(Charles Partee)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God for us)과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God 
with us)으로18 기독교 강요 안에 그러한 “신학적인 이중적 구조”가 존재한다
고 주장하였다.19 
기독교 강요가 방대한 분량을 가진 책임에도 불구하고 신학자들이 분석한 그 
구조는 어떤가? 복잡한가? 아니면 생각보다 단순한가? 생각보다 단순하다.
필자는 기독교 강요의 구조를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라는 ‘신학적 이중 
형태’로서 분석하였다. 실제적으로 기독교 강요 전 권의 구조를 분석하면 다
음과 같다: 

  제1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제1권: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제2권: 구속주 하나님과 우리

14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vol. 4, ed. John T. McNeill, trans. Ford Lewis 
Battles (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60).

15 Joel R. Beeke, “Appropriating Salvation: The Spirit, Faith and Assurance (3.1-3, 6-10),” in 
Theological Guide To Calvin’s Institutes: Essays and Analysis, ed. David W. Hall and Peter A. Lillback 
(Phillipsburg, New Jersey: P&R Publishing, 2008), 270-1.

16 Edward A. Dowey, Jr., The Knowledge of God in Calvin’s Theology (New York: Columbia 
Unibersity Press, 1952), 41-9.

17 ET. H. L. Parker, The Doctrine of the knowledge of God: A Study in the Theology of John Calvin 
(Edinburgh: Oliver and Boyd, 1952).

18 Charles Partee, Calvin and Classical Philosophy (Leiden: E. J. Brill, 1977), 66-91.
19 기독교 강요의 구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진술들에 관해서는 S. R. Choi, “Union with Christ? 

Re-reading Calvin as Constructive Proposal for Korean Calvin Reception” (PhD diss., Stellenbosch 
University, 2015), 170-90을 참고하라.

  제2부: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제3권: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우리
     제4권: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공동체 된 우리20 

이와 같이 칼빈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라는 신학적 이중 구조’라는 뼈대 
위에 그 방대한 기독교 강요의 내용을 채우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책의 구조만 제대로 “분석”하게 되더라도 사실상 

그 책의 전반적인 주요 내용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 그 말은 책의 구조 

분석을 통해 얼마든지 책의 내용까지도 비평, 해석, 평가 등이 가능하다

는 의미이다. 종합하면 참고 도서를 “분석”할 때 반드시 집중해야만 하

는 분석 방법의 그 첫 번째는 다름 아닌 책의 구조(the structure of book)임

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두 번째로 책을 “분석”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만 하는 분석 방법은 다

름 아닌 책의 내용(the contents of book)이다. 

책의 전체 구조를 분석했음에도 그것과 책의 내용이 상호 연결되지 

않으면 그 분석의 신뢰성은 사실상 상실하게 된다. 그런 관점에서 책의 

구조와의 상호 비교를 통해 책의 내용을 ‘분석’하는 작업도 연구 방법론 

안에서 매우 중대한 하나의 과정이다.

책의 내용을 ‘분석’할 때 필요한 두 도구는 앞서 다룬 것처럼 ‘신학적

인 관점’(theological viewpoint)과 ‘핵심 주제’(central theme)이다. 예를 들면 

다음의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대한 ‘내용 중심의 분석 사례’가 효과적인 

분석 기법의 한 예가 될 것이다:

앞서 우리는 방대한 분량의 기독교 강요 안에 하나의 신학적인 구조가 있다
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칼빈은 그 구조와 연관성을 가지고 기독교 강요의 
그 방대한 내용들을 채워 가고 있다. 그렇다면 칼빈은 그 방대한 기독교 강

20 이 구분법은 파르티(Charles Partee)에게서 어느 정도 신학적 아이디어를 영감 받은 것이 사실이

지만, 그러나 보다 체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필자의 독창적인 연구 분석 결과임을 밝힌

다. 최성렬, “칼빈신학 다시 읽기: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 관점으로,” 한국조직신학논총, 제45집 (2016년 

9월):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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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의 내용과 구조를 채워 감에 있어서 어떤 신학적 체계 없이 무분별한 즉흥
적 방식으로 저술을 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칼빈은 그 방대한 기독교 강요의 구조와 내용을 체계적으로 채워 가고, 신
학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채워 가기 위해서 두 도구를 사용한다. 그것은 앞
서 언급한 하나의 신학적인 관점과 핵심 주제이다. 
대표적인 한 예를 들면 사실 그동안 기독교 강요의 ‘핵심 주제’와 ‘신학적 관
점’에 관하여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어 왔다.21 오토 리츨(Otto Ritschl)이라는 
신학자는 그 핵심 사상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광”(The glory of God)이다.22 
루이스 벌코프(Louis Berkhof)는 칼빈의 핵심 교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
권”(The absolute sovereignty of God)이다.23 베르너 크루쉐(Werner Krusche)는 
“성령론”(Pneumatology)이다.24 윌리스(E. David Willis)는 “그리스도
론”(Christology)이다.25 어떤 신학자는 “예정론”(predestination), 또 다른 신학
자들은 “삼위일체신학”(Trinitarian Theology)이다, 등으로 기독교 강요의 ‘핵심 
주제’와 ‘신학적 관점’을 말한다. 필자는 기독교 강요의 ‘핵심 주제’와 ‘신학적 
관점’을 “우리 신자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Unio cum Christo)이라고 주
장한다. 
하여간 기독교 강요는 그러한 ‘핵심 주제’와 ‘신학적 관점’이라는 두 도구를 
가지고 그 구조와 그 방대한 내용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채워 나간다. 
그 결과 그 책은 종교개혁 그 최고의 중심에서 하나님께 귀중하게 쓰임 받
을 수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책의 신학적 가치와 영향력은 종교개
혁 500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서도 개신교 안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
는 사실이다. 

이와 같이 책의 내용을 ‘핵심 주제’와 ‘신학적 관점’이라는 두 도구를 

가지고 ‘분석’하게 되면 매우 학문성 높은 비평, 해석, 평가 등이 얼마든

지 가능해진다. 

종합하면 에세이나 학위 논문 등의 학문적 글쓰기를 위해 참고 도서

를 ‘분석’할 때 책의 구조와 함께 책의 내용도 철저히 분석 작업을 해야

만 한다. 그 분석 작업엔 반드시 ‘핵심 주제’와 ‘신학적 관점’이라는 두 

21 칼빈 신학의 중심 교리에 관한 다양한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인간론(Anthropology) 
- T. F. Torrance, Calvinis Doctrine of Man (London: Lutterworth, 1949); 하나님의 지식, 또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지식(The knowledge of God or the knowledge of God and ourselves) - T. H. L. Parker, 
Calvin’s Doctrine of the Knowledge of God; Edward A. Dowey, Jr., The Knowledge of God in Calvin’s 
Theology; 그리스도와의 연합(Union with Christ) - Charles Partee, Calvin’s Central Dogma Again; idem, 
The Theology of John Calvin.

22 Otto Ritschl, Dogmengeschichte des Protestantismus, Vol. Ⅲ, Göttingen, 1926.
23 Louis Berkhof, Introduction to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 

House, 1979), 80.
24 Werner Krusche, Das Wirken des Heiligen Geistes nach Calvin (Göttingen: Vandenhoech & 

Ruprecht, 1957).
25   E. David Willis, Calvin’s Catholic Christology (Leiden: Brill, 1966).

연구 방법론의 도구를 사용하면 매우 효과적인 연구가 진행될 것이다.

6.1.2.3 분석 자료 기록과 데이터 보관 방법

효과적인 참고 자료의 분석과 활용 방법을 아는 것은 논문의 질적 문

제와 긴밀한 연관성을 가진다. 초보 연구자는 참고 자료들의 체계적인 

분석 과정 없이 곧바로 논문을 작성할 때가 많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다. 그러나 참고 자료를 읽고 동시에 분석하면서 논문 작성

을 할 경우 오히려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소모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논문의 질적 하락과도 연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참고 자료에 대한 분석은 앞서 다룬 것처럼 책 읽기, 해석, 그리고 분

석 작업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초보 연구자의 경우 분석한 자료들

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거나 데이터화(datafication)하는 것에 익숙하지 못

하다. 따라서 분석한 자료들의 효과적인 활용도가 현저하게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분석한 자료를 컴퓨터에 기록하거나 데이터화하면 논문 작성에 있어

서 다음과 같은 유익들이 있다:

첫째, 논문 작성을 할 때 인용 부분을 손쉽게 찾을 뿐만 아니라, 간편한 방
법으로 각주 표기를 할 수 있다(copy and paste).
둘째, 분석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인 비교 비평이 가
능해진다.
셋째, 분석 자료들에 대한 기록과 데이터화한 결과로 특정 주제에 대한 객
관적인 통계 분석이 가능해진다.26

넷째, 참고 자료 인용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지며, 해당 자료들을 보다 효율
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다.
다섯째, 분석 자료들을 그 연구뿐만이 아니라 연구자가 평생 사용할 수도 
있다. 

효과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기록하거나 데이터화 할 때 다양한 참고 자

26 임인재, 김신영, 교육·심리·사회 연구를 위한 논문 작성법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20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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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들을 정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일종의 서지 프로그램(reference program)

인 엔드노트(EndNote)를 사용하면 좋다. 만약 엔드노트 사용에 익숙하지 

않으면 MS Word 프로그램이나 한글 프로그램 등도 유익하다.

참고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를 컴퓨터에 기록할 때 다음과 같은 방식

을 사용하면 효율적이다:

첫째, 연구 분야별로 분석 결과를 각각 구분하여 기록한다.
둘째, 연구의 주제별로 구분하여 기록한다.
셋째, 연구 방법론이나 이론별로 구분하여 기록한다.
넷째, 자료나 신학자별로 구분하여 기록한다.
다섯째, 분석 자료의 문헌 정보를 반드시 각주로 표기하며 기록한다.

이와 같이 참고 자료 분석 결과에 대한 기록 방식을 연구자의 편의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분석한 자료를 컴퓨터에 기록한 하나의 

실례는 다음과 같다:

1. 칼빈의 호칭: 
성서 중심 사상가,1 조직적 합리적 사상가,2 예정론의 신학자,3 교회 중심 
신학자,4 적극적인 목회자(an active pastor),5 기독교 인문주의자,6 첫 번째 근
대 성서학자,7 주석가,8 최고의 하나님의 교사,9 성령의 신학자,10 삼위일체 
신학 중심 신학자,11 개혁주의 신학의 아버지12

1 Herman J. Selderhuis, The Calvin Handbook, trans. Henry J. Baron and Judith J. Guder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9), 181, 199; Charles 
Partee, “Calvin’s Central Dogma Again,”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Calvin’s Theology: 
Volume 7. ed. Richard C. Gamble (New York: Garland Publishing, Inc, 1992), 75; Dennis E. 
Tamburello, Union with Christ: John Calvin and the Mysticism of St. Bernard (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4), 102.

2 Richard A, Muller, The Unaccommodated Calvin: Studies in the Foundation of a Theological 
Tra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101-2; Joel R. Beeke, “Calvin on Piety,” 
John Calvin, ed. Donald K. Mcki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125; 
Charles Partee, The Theology of John Calvin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8), 
3, 172; Dennis E. Tamburello, Union with Christ: John Calvin and the Mysticism of St. Bernard 
(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4), 102.

3 Joel R. Beeke, “Calvin on Piety,” John Calvin, ed. Donald K. Mcki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272.

4 한국칼빈학회, 칼빈연구 제3집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5), 147-8.
5 Robert M. Kingdon, “Calvin and Church Discipline,” John Calvin Rediscovered: The 

Impact of His Social and Economic Thought, ed. Edward Dommen & James D. Bratt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7), 25; Charles Partee, The Theology of John Calvin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8), 4.
6 Richard C. Gamble, “Calvin’s Theological Method: Word and Spirit, A Case Study,”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Calvin’s Theology: Volume 7. Ed. Richard C. Gamble (New York: 
Garland Publishing, Inc, 1992), 61.

7 Kevin Dixon Kennedy, Union with Christ and the Extent of the Atonement in Calvin (New 
York: Peter Lang, 2002), 23.

8 Richard C. Gamble, “Calvin as Theologian and Exegete: Is There Anything New?,”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Calvin’s Theology: Volume 7. Ed. Richard C. Gamble (New York: 
Garland Publishing, Inc, 1992), 54; John L. Thompson, “Calvin as a Biblical Interpreter,” John 
Calvin, ed. Donald K. Mcki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58-73. 

9 Charles Partee, The Theology of John Calvin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8), 298.

10 I. John Hesselink, “Calvin’s Theology,” John Calvin, ed. Donald K. Mcki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79; Charles Partee, The Theology of John Calvin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8), 195(n4); Dennis E. Tamburello, Union with Christ: John 
Calvin and the Mysticism of St. Bernard (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4), 102.

11 Donald K. Mckim, The Authoritative Word (Grand Rapids: Wm. B. Eerdmans, 1983), 
205-6; Otto Weber, Foundations of Dogmatics, Ⅱ, 134. Smedes, All Things Made New: A Theology 
of Man’s Union with Christ, 48-9. 

12 Burk Parsons, John Calvin: A Heart for Devotion, Doctrine, and Doxology (Lake Mary, FL: 
Reformation Trust, 2008), 221-30.

이와 같이 분석 자료를 컴퓨터에 기록하거나 데이터화하면 효과적이

고 체계적인 논문 작성에 도움을 준다. 동시에 연구 시간과 논문 작성 

시간을 단축해 주는 효과가 있다.

6.1.2.4 분석할 참고 자료 수집 방법

참고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한 설명은 제7장 내 ‘참고 문헌’(Bibliography)

항목의 내용도 참고하면 유익할 것이다. 분석할 참고 자료의 수집은 문헌 

조사, 선행 연구, 그리고 지도 교수의 도움 등을 통해 일반적으로 이루어

진다. 그리고 문헌 조사는 인터넷 검색 사이트와 도서관 등을 이용한다.

분석할 참고 자료를 선정할 때 주의 사항이 있다. 무분별하고 비체계

적으로 자료를 선정하면 분석도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를 선정할 때의 대표적인 주의 사항

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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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너무 오래되어 인용 가치가 떨어지는 자료는 가급적 피하라.
둘째, 학문성이 떨어지는 일반 서적이나 잡지 등의 자료는 가급적 피하라.
셋째, 인용 표기가 없거나 매우 빈약한 자료는 가급적 피하라.
넷째, 공신력이 떨어지는 출판사의 자료는 보다 주의 깊게 선정하는 것이 
좋다.
다섯째, 논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저자나 자료는 주의 깊게 선택하라.

분석할 참고 자료를 수집할 때 알아두면 유익한 방법이 있다. 다음의 

참고 자료 선정 방법은 초보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연구 주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자료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라.
둘째, 권위 있는 신학자의 신학 작품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라. 
셋째, 공신력 있는 출판사나 대학 기관 또는 저명한 학술지 자료를 우선적
으로 선정하라.
넷째, 신간 도서나 최신의 연구 자료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선정하라.
다섯째, 고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여섯째, 지도 교수나 전공자의 도움을 받아라.
일곱째, 선행 연구 자료들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자료들을 적극 활용하라.

이와 같은 참고 자료 선정 방법에 대한 좀더 자세한 설명은 제7장 내 

‘참고 문헌’(Bibliography) 항목에서도 다룰 것이다. 한편 논문 자료 수집

은 인터넷을 활용하면 된다. 논문 검색과 다운로드는 ‘구글 학술 검색 

스칼라’(google scholar) 등의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 각 대학 기

관, 국립 도서관, 학회, 학술 정보 사이트 등을 통해 인터넷으로 얼마든

지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

다음은 알아두면 유용한 대표적인 논문 검색 사이트 이름과 인터넷 

주소들이다:

•DBpia(로그인 필요, 논문 자료): http://www.dbpia.co.kr
•KISS(로그인 필요, 논문 자료): https://kiss.kstudy.com/index.asp
•RISS(로그인 불필요, 학위 논문 자료): http://www.riss.kr
•KCI(로그인 불필요, 수준 높은 논문 인용 가능): https://www.kci.go.kr 

인터넷을 통한 논문 수집은 연구에 실제적인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신속하고도 보다 다양한 자료 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러나 인터넷 사용과 자료 사용에 관련된 연구 윤리와 법을 준수하는 것

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연구 윤리에서 벗어난 불법 다운로드, 부적

절한 자료 이용, 표절, 도용, 그리고 자료의 불법 배포 등은 윤리적 책

임 뿐만이 아니라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있음에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27

6.1.3 비평과 평가

효과적인 참고 자료 분석법에서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 구성 요소는 

“비평과 평가”(criticism and evaluation)이다.

6.1.3.1 비평과 평가를 할 때 가지는 기본적 질문들

비평과 평가는 실제적인 논문 작성의 중요 구성 요소 중 하나이다.28 

동시에 그 학문적인 비평과 평가는 참고 자료 분석법 안에서도 매우 중

요한 한 부분을 차지한다. 자료를 분석할 때 비평적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선행 연구를 단순히 답습하는 수준에 머물 때가 많기 때문이다. 

자료를 분석할 때 효과적인 학문적 비평과 평가를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질문들을 가지고 다루어야만 한다: 

첫째, 저자의 핵심 주제에 관한 논지가 그의 책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논리
성(logic)과 학문성(scholarship)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전개(developed)되고 검증
(verified)되었는가? 
둘째, 저자의 주장이 다른 신학자들과의 논쟁점은 없는가?
셋째, 연구자 자신의 신학적 관점과 연구 방법의 입장에서 저자의 주장에 
대해 왜 어느 부분에서는 동의하는가? 아니면 왜 어느 부분에서는 동의할 
수 없는가?
넷째, 분석 자료 안에 저자의 논리적, 신학적, 학문적 약점인 비평 요소는 
없는가?

27 Ibid., 25.
28 실제적인 연구 비평에 관한 기술과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고하라. Tracy Bowell and 

Gary Kemp, Critical Thinking: A Concise Guide, 4th ed. (New York: Routledge Taylor & Francis Group, 
2015); Trudy Govier, A Practical Study of Argument, 6th ed. (Belmont, CA: Wadsworth Thomson 
Learning,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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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분석 자료 안에 저자의 학문적이고 신학적인 독특한 아이디어나 이
론이 있는가?
여섯째, 그 책이 신학, 목회, 학문, 사회적인 분야에서 무엇을, 어떤 방향으
로, 얼마만큼 공헌을 했는가? 아니면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점은 없는가?

이와 같은 비평적 질문을 가지고 자료를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

하면 그 질문들은 연구자가 분석 자료에 대하여 창의적인 비평과 평가를 

하도록 돕는 기능과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앞서 강조한 것

처럼 연구자가 분석 자료에 대한 창의적인 비평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자신

도 어느 한 독특한 신학적 관점(theological viewpoint), 연구 방법론(research 

methodology), 또는 신학 방법론(theological methodology)을 취해야만 한다.29

‘창의적인 비평’(creative criticism)을 위해서 연구자는 자신이 선택한 어

느 특정 신학적 관점으로 그 해당 책과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비평과 평가를 해야 한다. 그리고 학문성 높은 비평을 위해서 분석 

자료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다른 양질의 참고 자료

들과 상호 비교하는 것도 좋은 비평 방법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효과적인 참고 자료 분석법의 3대 구성 요소에 대해

서 살펴보았다. 3대 구성 요소들은 일반적으로 논문 작성 전에 이루어

진다. 그러나 경험 많은 연구자일수록 ‘책 읽기와 해석,’ ‘분석 작업,’ ‘비

평과 평가’를 논문 작성 중에도 수시로 반복한다. 그런 반복 작업이 에

세이와 논문의 학문적 질을 높여 주기 때문이다.

6.2  학문적 서평 작성법

학문적 서평(Academic Book-Review)은 일반 독후감과는 확연한 질적 

29 비평과 평가를 위한 유용한 신학적 관점, 연구 방법론, 신학 방법론을 가지는 것은 학문적 글쓰기 

안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초보 연구자들은 어떤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기 이전에, 먼저 해당 

연구 분야에 속한 다양한 연구 방법론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고 연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차이가 있다. 그것은 서평 과제물을 보다 학문성 있게 다루는 것을 의미

한다. 학문적 서평은 호주와 영국을 포함하여 유럽 대학교와 신학교들 

안에서 중요하게 다룬다. 그것은 에세이(essay)와 함께 대표적인 주요 과

제물 중 하나이다. 거의 매 학기마다 최소한 한 번 이상 학문적 서평을 

작성해야만 할 정도로 빈도수가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학문적 서평이 호주, 영국, 유럽 대학교와 신학교 안에서 주요 과제물

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학문적 서평을 통해 논문 작성에서 가

장 중요한 분석력, 비평력, 구성력, 그리고 신학 방법론 사용법 등을 발

전시킬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과제물이 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를 효과적으로 분석하지 않고는 사실상 논문 작성이 불가능

하다. 한편 분석은 했는데 비평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면 그 논문

은 생명력을 상실한다. 분석과 비평은 반영이 되었는데 논문의 구성이 

체계적이지 못하면 산만하여 설득력을 얻기가 매우 힘들다. 

분석과 비평 그리고 구성은 양호하지만 연구 방법론이나 신학 방법론

을 장착하지 못하면 그 학문적 글쓰기는 논문의 중요 요소인 일관성

(consistency)과 학문성(scholarship)을 유지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30 이와 

같은 논문 작성의 핵심적인 요소인 분석력, 비평력, 구성력, 연구 방법

론 사용법 등을 발전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과제물 중 하나가 무엇인가? 

학문적 서평이다. 따라서 호주와 영국 대학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서

구 신학교 안에서는 학문적 서평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학문적 서평 작성법(Writing Skills for Academic Book-Review)에 대한 정

형화되거나 표준화된 가이드북(안내서, guide book)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

는다. 왜냐하면 대학 기관과 학자들에 의하여 다양한 학문적 서평 작성

법들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학문적 서평 작성법들 안에는 일정 부분

30 논문 작성뿐만 아니라 신학 연구에 관한 중요한 설명에 관해서는 찰스 M. 우드, 신학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김흥규 역 (서울: 서울: 신앙과 지성사, 2002), 106-42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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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공통적으로 매우 비슷한 내용과 강조점들이 발견되기도 한다. 그

런 관점에서 학문적 서평 작성법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만 하는 공통된 

필수 구성 요소들이 일부분 존재함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 본 항목 

안에서 다루는 ‘학문적 서평 작성법’은 다수의 논문 작성법 책들을 참고

로 그 안에 들어가야 할 필수 구성 요소 등에 대하여 재구성하였다.31

6.2.1 학문적 서평의 핵심 구조

지극히 평범한 서평은 책의 전체 내용을 요약한 후, 서평 후반부에 이

르러서 매우 간략하게 신학적인 비평과 평가를 한다. 그러나 학문적 서

평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학적인 비평과 평가 중심으로 서평을 구성해 

나간다. 후반부에 가서는 전체적으로 요약적 관점에서의 비평과 평가를 

한다. 그리고 맨 마지막엔 그 책의 학문적이고 신학적인 적용점, 공헌

점, 필요성, 중요성, 기대점, 약점, 한계점, 보완점 등에 대해서 오늘의 

교회, 신학, 학문 현장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마무리 글을 작성한다. 

일반적 서평은 참고 자료를 거의 인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학문적 서

평은 서평 자료에 대한 서평자 자신의 주관적인 해석, 평가, 비평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반면에 해당 서평 자료의 주제와 연관성을 가진 다양

한 참고 자료를 인용하여 서평을 하기도 한다. 

31 이에 관해서는 웨인 부스(Wayne C. Booth) 외 4인 박사들의 저서인 학술 논문 작성법과 이미 한

국 안에서 논문 작성법의 고전이 된 논문 작성 이렇게 하라 등 다음의 책들을 참고하라. Wayne C. Booth, 
et al., A Manual for Writers of Research Papers, Theses, and Dissertations: Chicago Style for Students and 
Researchers, 4th.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6); Kate L.Turabian and Wayne C. 
Booth, A Manual for Writers of Research Papers, Theses, and Dissertations, Ninth Edition: Chicago Style for 
Students and Researchers, 9th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8); 김기홍, 논문 작성 이

렇게 하라 (서울: 한영문화사, 2006); 웨인 부스 외 4인, 학술 논문 작성법, 제4판, 양기석, 신순옥 역 (서

울: 휴먼싸이언스, 2017); 웨인 부스, 그레고리 콜럼, 조셉 윌리엄스, 영어논문 바로쓰기, 제7판, 강경이 

역 (서울: 한영문화사, 2017); 임원택, 논문 작성법 (서울: 도서출판 대서, 2015); 현요한, 장로회신학대학

교 표준 논문 작성법, 개정판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6).

학문적 서평을 작성할 때는 서론, 본론, 결론을 굳이 구별하여 표기할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학문적인 서평이므로 반드시 기승전결 원칙에 

의해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학문적 서평 내의 서론, 본론, 결론 부분 안에 들어가야 할 중요 사항들

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2.1.1 서론

학문적 서평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 안에 들어가야 할 중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선 저자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할 필요가 있다. 저자의 신학적 성
향, 배경 등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서평의 내용이 더 쉽게 독자에게 전달될 
것이다.
둘째, 책의 일반적인 정보에 대한 간략한 소개이다. 
셋째, 책에 대해 비평할 때는 어떤 관점으로 비평과 평가를 하겠다는 연구 
방법론, 신학 방법론, 또는 신학적 관점의 제시가 필요하다. 서평의 일관성, 
논리성, 학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의 신학적인 비평 관점 제시는 반드시 
필요하다.
넷째, 서평의 전체적인 구성(outline)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한다.
다섯째, 서평을 통한 기대점과 공헌점 등을 신학적, 목회적, 학문적 관점에
서 제시한다.

6.2.1.2 본론

학문적 서평의 본론에 해당되는 부분 안에 들어가야 할 중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격적인 서평, 비평, 평가는 본론에서 다루어진다. 서평 자료에 대한 
비평과 평가를 할 때는 해당 책의 각 장(chapter)을 각각 따로 구분하여 서평
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지면 관계상 책의 전반적인 구조와 내
용을 동시에 가지고 종합적으로 서평을 하면 더욱 효과적인 비평이 될 가능
성이 높다. 
둘째, 본론 부분 안에서 서평을 할 때 서평자가 서론에서 제시한 서평 도구
인 어느 한 특정 연구 방법론이나 신학 방법론 등(예: 삼위일체 중심적 신학 관

점)을 가지고 해야만 한다. 그때 서평이 일관성과 학문성을 가지고 체계적으
로 구성될 수 있다.
셋째, 그 관점이나 이론을 가지고 저자의 주장에 “왜 동의하는지?” “저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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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적 관점이 왜 탁월한 것인지?” 아니면 “왜 반대하는지?” 또는 “왜 다르
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아쉬움이 되는지?”에 대한 학문적이
거나 신학적인 비평과 평가가 본론 안에서 전반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학
문성 높은 서평이다. 
넷째, 학문적 서평인 만큼 다음의 표현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저
자 호튼에 따르면…,” “저자 에릭슨의 주장에 대한 본 서평자의 견해는…,” 
“저자가 의도하는 것은…,” “본 저서 안에 흐르는 중심 주제는…,” “본 필자
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필자의 생각에는 저자의 그 진술이…” 등.
다섯째, 본론 안에서 서평자는 자신의 비평적인 진술들을 논리적으로 탄탄하
게 구성하기 위해서 관련 참고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인용할 필요가 있다. 학
문적 글쓰기 안에서의 서평 작성이기 때문에 객관적, 논리적, 학문적 비평 등
을 위해 참고 자료를 인용한 서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6.2.1.3 결론

학문적 서평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 안에 들어가야 할 중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론 안에서 서평 책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비평과 평가
를 한다. 이때도 서론에서 소개한 하나의 연구 방법론이나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비평하면 좋다. 
둘째, 해당 책에서 발견한 유익한 이론이나 또는 신학적 원리를 오늘날 교
회와 신학 현장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론적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셋째, 해당 서평 책이나, 아니면 서평자의 글을 통해 바라는 신학적 기대점
과 공헌점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논문 작성의 경우처럼 학문적 서평을 작성할 때

도 가급적이면 기승전결의 원칙에 따라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와 형식

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럴 경우 학문적 서평이 보다 체계적으로 작

성된다.

특히 학문적 서평 안에는 앞서 다룬 것처럼 서론, 본론, 결론 안에 각

각 들어가야 하는 주요 구성 요소들이 있다. 해당 주요 사항들은 곧 학

문적 서평의 주요 평가 요소가 된다. 그러므로 학문적 서평을 작성할 때 

앞서 강조한 학문적 서평 작성법을 참고하면 유익할 것이다.

제7장

논문 작성 주요 기술과 방법 
(Writing Skills for Essay and Thesis)

7.1  논문 계획(Planning for Essay and Thesis) 

7.1.1 논문 계획의 중요성

논문과 에세이(essay)의 경우 만약 경험이 없는 초보 연구자라면 거의 

대부분 논문의 자료를 어느 정도 확보하면 곧바로 논문 작업을 시작할 

것이다.1 그때 아마도 간략한 메모만을 가지고서 곧바로 작문 작업

(writing)에 들어갈 것이다.

학위 논문(thesis and dissertation)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경험이 없는 초

보 연구자의 경우 대부분 ‘논문 프로포절’(essay and thesis proposal)의 중요

성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초보 연구자일수록 논문의 계획과 프로포절

(essay or thesis proposal, 논문 제안서 또는 계획서)의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아

니면 가급적 간략하게 작성하고자 한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이다. 

초보 연구자들은 대부분 논문 계획에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아붓지 않

는다. 직접 작성해 가면서 논문의 내용과 구조 등을 탄탄하게 보완할 때 

논문 작성 시간이 더 절약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1 대학교 수준의 학문적 글쓰기에 관한 기술과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고하라. Stella Cottrell, 
The Study Skills Handbook, 4th ed. (London: Palgrave Macmillan Ltd, 2013), 27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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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험 있는 연구자일수록 가장 먼저 논문에 대한 구체적이며 

체계적인 계획부터 세운다.2 초보 연구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논문 계획

을 세우는 시간은 상당히 불필요한 낭비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체계적인 논문에 대한 ‘계획’(planning)이나 논문 프로포절 작성

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논문의 계획과 프로포절 작성 단계는 어떻게 

보면 논문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일 

가능성이 높다. 건축으로 비유하면 그 단계는 건축물의 설계도를 만드

는 과정이다. 설계도가 없이 세워질 건축물을 상상해 보라. 

초보 연구자들 중 상당수는 분석한 참고 자료들을 가지고 ‘연구 데이

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잘 모른다. 분석한 자료들의 연

구 데이터 베이스 구축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배우는 기회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 결과 참고 자료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생각보다 의외로 많다.

초보 연구자들의 눈에는 논문을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오히려 

논문 작성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기억하라! 

논문의 계획을 가능한 철저하고도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이 논문의 질

(quality)과 격(class)을 높일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그것의 완성 시간

도 단축하는 지름길(shortcut)이 된다. 그런 관점에서 논문을 계획하는 것

은 선택 사항(alternative subject)이 아니라 필수 사항(a must subject)이라고 

그 중요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Kate L. Turabian, A Manual for Writers of Research Papers, Theses, and Dissertations: Chicago Style 
for Students and Researchers, 8th ed. rev. Wayne C. Booth, et el.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3), 99.

7.2  논문의 계획 및 작성법(Writing Skills for Essay & Thesis)

논문 안에는 반드시 들어가야만 하는 구성 요소들(components)이 있다. 

그리고 그 논문의 각 구성 요소들마다 각각의 특징들과 효과적인 작성

법 등이 있다.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2.1 논문 프로포절 작성법

학문적 서평 작성법과 마찬가지로 논문 프로포절 작성법(Writing Skills 

for Essay and Thesis Proposal)도 정형화되거나 표준화된 안내서(guide book)

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각 대학마다 논문 프로포절 서식서

(Research Project Proposal Proforma) 같은 것이 존재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논문 작성법 안에는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프로포절 작성법’을 안내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3

그럼에도 각 대학마다 제공하고 있는 논문 프로포절 서식서들 안에는 

일정 부분에서 공통적인 구성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논문 계획이나 논문 프로포절 안에 일부 공통된 필수 구성 요소들

이 어느 정도 존재함을 추론할 수 있다.

일반적인 소논문 프로포절(essay proposal)의 필수 구성 요소들은 다음

과 같다:

주제(title) → 논지(thesis statement) → 주제어(key words) → 에세이 제안 내용
(overview of essay proposal) → 논문 목차(table of contents) → 참고 문헌 목록
(bibliography)4

3 논문 프로포절 작성에 대한 비교는 다음의 책들을 참고하라: Wayne C. Booth, et al., The Craft of 
Research, 4th.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6); Turabian, A Manual for Writers of Research 
Papers; 김기홍, 논문 작성 이렇게 하라 (서울: 한영문화사, 2006); 임원택, 논문 작성법 (서울: 도서출판 대

서, 2015); 현요한, 장로회신학대학교 표준 논문 작성법, 개정판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6).
4 에세이 프로포절의 구성 요소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본 교수가 작성한 “소논문프로포절 견

본”(essay proposal sample)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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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논문은 학위 논문에 비해 분량이 상당히 적은 편이다. 따라서 소논

문의 계획과 프로포절(essay proposal)의 경우 학위 논문과는 달리 구성 요

소들도 핵심적인 사항들만으로 간략하게 구성되어 있다.

반면에 학위 논문(thesis & dissertation)은 학문적 글쓰기(academic writing) 

분량이 에세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많은 편

이다. 학위 논문 프로포절(thesis proposal)의 경우는 논문 자체의 분량이 

많은 관계로 당연히 구성 요소들도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다. 일반적인 

학위 논문 프로포절의 필수 구성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논문 제목(research title) → 연구의 배경(background to the research) → 연구 주제
에 관한 질문과 문제 제기(research questions) → 연구 논지(thesis statement), 주
제 설명(description of the topic and significance of the research), 문헌 비평(literature 
review) → 연구 방법론(research methodology) → 연구의 범위(delimitation of 
the research) → 연구의 목적과 가치(aims and value of research) → 논문 목차
(research outline or table of contents) → 연구 시간 계획표(timeline) → 참고 문헌 
목록(bibliography)5

이와 같은 구성 요소들은 영국 학제를 따르는 대학들이라면 거의 공

통적으로 제시하는 학위 논문 프로포절의 필수 요소들이다. 유럽과 호

주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도 이와 거의 비슷한 학위 논문 프로포절의 구

성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다.

알파크루시스대학의 ‘졸업 논문 프로젝트 신청서’(Thesis Project Application 

form) 안에도 주요한 프로포절 구성 요소들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논문 

프로젝트 신청서’와 ‘논문 프로포절’ 상호 간에는 약간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논문 프로젝트 신청서’는 ‘논문 프로포절’(thesis 

proposal)의 제출에 앞서 보다 간략한 형태로 작성된다. 그것은 앞으로 

이와 같은 주제와 방식으로 논문을 계획하고 작성하겠다는 그야말로 단

5 보다 자세한 학위 논문 프로포절의 구성 요소들에 관해서는 부록 제7장의 7.2.1 ‘논문 프로포절 작성

법’을 참고하라.

순한 신청서(Application form)이다. 따라서 ‘논문 프로젝트 신청서’는 연구

에 관한 논문 프로포절 차원의 상세한 자료의 조사, 분석, 그리고 계획 

없이도 얼마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에 비해 ‘논문 프로포절’의 경우는 연구 주제에 관한 지도 교

수의 지도(supervising) 아래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상세한 연구 계획을 작

성해야만 한다. 따라서 ‘논문 프로젝트 신청서’의 내용들이 실제로 ‘논문 

프로포절’ 안에서는 다소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참고로 알파크루시스대학에서 제공하고 있는 ‘논문 프로젝트 신청서’ 

안에 내포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학생 이름(student name) → 학생 이메일(student email) → 학위 과정(faculty and 
course) → 과목명(project subject code and name) → 총 이수 과목명(subjects 
completed so far with grades) → 연도와 학기(semester & year in which your wish to 
enrol) → 연구 제목(project title) → 연구 질문(research question) → 연구의 배경 
및 중요성(brief background and significance of the proposed project 〔max one page〕) 
→ 연구 방법론(proposed research methodology) → 연구 개요 및 목차(proposed 
project outline & table of contents) → 연구 시간 계획표(project timeline) → 주요 
참고 문헌 목록(key references) → 지도 교수 선택(preferred supervisor) → 학생 
서명(signature of student)6 → 지도 교수 서명(signature of supervisor)

한편 알파크루시스대학 Higher Degree Research 과정의 ‘연구 프로

포절’(Research Proposal)의 구성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논문 제목(title of thesis) → 학생 명(student name) → 이메일(email) → 지도 교
수 명(name of principal/associate supervisors) → 학위 과정(faculty) → 학위 과
정 시작 일자(enrolment commencement date) → 프로포절 제출 일자(proposal 
submission date) → 목차(table of contents) → 초록(abstract) 및 주제어(keywords) 
→ 논문 제안 개요 및 연구 질문(overview of thesis proposal & research question) 
→ 문헌 비평(literature review) → 연구 방법론과 목적(research methods and 
objectives) → 연구 시간 계획표(work plan and timetable) → 결론(conclusion) → 
참고 문헌 목록(reference list) 

종합적으로 강조하면 ‘학위 논문 프로포절’은 지도 교수의 지도 아

6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알파크루시스 신학대학의 ‘졸업 논문 프로젝트 신청서’(Thesis Project 
Application form)를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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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에서 철저한 연구 분석을 통해 작성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 안의 내

용들은 앞에서 제시한 프로포절의 필수 구성 요소들을 포함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만 한다. 그럴 경우 실제 학위 논

문 작성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뿐만 아니라, 논문의 질(quality)과 학문성

(scholarship)이 높아지며, 논문의 완성 시간도 더 빨라진다. 

같은 관점에서 ‘에세이 프로포절’ 역시도 담당 교수의 지도 아래에서 

그 필수 구성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작성하면, 좋은 양질의 에세이라는 

신학 작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7.2.2 논문 각 구성 요소들의 특징과 작성법

‘논문 작성법의 기본 구성 요소들’은 이어지는 제8장(chapter)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매우 간략한 핵심 부분만을 살

펴볼 것이다.

에세이(essay)의 경우 중요한 것은 학문적 글쓰기 내 대부분의 구성 요

소들이 보다 간략하게 제시된다. 반면에 학위 논문(thesis of dissertation)의 

경우에는 충분한 지면을 할애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각 구성 요소들을 

다루어야 한다. 학문적 글쓰기의 각 구성 요소들과 그 작성법을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2.2.1 논문 제목 선정(Research Title)

논문 작성법을 구성하는 첫 번째 요소는 논문 제목 선정이다.7 논문의 

제목을 선정할 때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면 좋다:

첫째, 연구자 자신의 관심사로부터 연구 주제를 찾아보라.

7 연구 주제 선정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고하라: Lorraine Marshall and Frances Rowland, A Guide 
to Learning Independently, 4th ed. (Australia: Pearson Education Australia, 2006), 87-132.

둘째, 참고 자료 확보와 인용이 가능한 주제를 선택하라. 
셋째, 주제의 범위를 좁히기 위해서는 같은 주제를 다룬 다른 신학 서적들
의 목차를 참고하라.8

넷째, 논문 제목은 간략 명료하게 정하라. 
다섯째, 독자나 평가자의 관심을 유발하는 특별한 주제를 정하라. 
여섯째, 시사성이 높거나 비교 비평성이 높은 주제를 정하라. 
일곱째, 창의성과 독창성 있는 특별한 주제를 정하라. 
여덟째, 가급적이면 학문적, 사회적, 교회적, 신학적 공헌도가 높은 주제를 
정하라. 

논문에서 제목은 독자나 평가자로 하여금 해당 자료를 평가받는 첫 

번째 관문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논문을 작성할 때 가급적이면 독창적

이면서도 특별하며, 간략하고도 명료한 주제 선정이 필요하다.

7.2.2.2 연구의 배경(Background to the Research)

논문 작성법을 구성하는 두 번째 주요 요소는 연구의 배경에 대한 소

개이다. 연구의 주제를 일단 정하면 그 연구 주제에 대한 배경을 탐구한

다. 그리고 그 연구의 배경 작성은 주로 논문의 서론 안에서 다룬다. 그

런 관점에서 서론을 구성하는 첫 번째 기본 항목은 연구의 배경이다. 

경험이 없는 초보 연구자들은 연구 배경을 장황하게 늘어뜨려 작성하

는 경우가 많다. 논문의 주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기보다는 간접적으로 

다룰 때가 많다.

소논문인 에세이의 경우 연구의 배경은 주로 서론 부분에서도 첫 문

장과 첫 단락 안에서 다룬다. 그런 관점에서 첫 문장의 구성은 매우 중

요한 의미를 지닌다. 첫 문장과 첫 단락이기 때문에 글 전달력의 임팩

트(impact)가 더욱 강해야 한다. 그리고 그 첫 문장은 무엇보다도 논문의 

주제나 논지와의 보다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구성하는 것이 좋다.

연구 배경을 다룰 때 “본 연구의 출발점은…,” “본 연구는…,” “본 연

구의 배경은…”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 좋다. 다음 문장은 연구의 배경을 

8 웨인 부스 외 4인, 학술 논문 작성법, 제4판, 양기석, 신순옥 역 (서울: 휴먼싸이언스, 2017), 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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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룬 한 예이다:

본 연구 논문의 출발점은 칼빈의 그리스도와의 연합(unio cum Christo) 사상의 
하나의 신학적 원리로서의 중요성에 대한 개혁 신학 일부 내에 존재하고 있
는 인식의 부족이라는 한 신학적인 한계로부터이다.

연구의 배경은 독자와 평가자로 하여금 해당 글에 흥미를 갖도록 신

선하면서도, 시사성 높고,9 학문적 가치가 드러나게 다루면 좋다. 연구

의 배경에 대한 작성은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하면 좋다: 

첫째, 이 연구의 주제가 사회 공헌, 학문, 교회, 신학에 있어서 왜 중요한가
를 설명한다. 
둘째, 그동안 학계와 신학계에서 이 주제가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가에 대한 
배경적 설명을 간략하게 다룬다.
셋째, 그 연구의 주제에 대한 선행 연구들의 유무에 대해서 다루고, 비슷한 
선행 연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해당 주제의 연구의 연구가 중요하고 
필요한가에 대한 간략한 문제 제기를 다룬다. 

연구의 배경을 다룬 예는 다음과 같다:

칼빈이 진술하고 있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은 이제까지 개혁 신학이 다
룬 것들보다 그의 신학적 작품들 안에서 훨씬 더 중요한 신학적인 비중을 가
지고 있다. 동시에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은 그의 신학 안에서 기독교의 
매우 다양한 신학적 주제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광범위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기독교의 다양한 교리들과 관련된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의 ‘범위적 한계’와 그 ‘신학적 중요성의 한계’가 개혁 신학 안에 
분명히 존재한다는 의미이다.10

이와 같이 논문 작성법 안에서 연구의 배경을 다룰 때 그 연구 주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예⃝ 칼빈 신학 안에서 왜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이 중요한가에 

관한 강조). 그 다음 그 연구 주제가 그동안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에 대한 

신학적인 배경을 소개한다.

9 Wayne C. Booth, et al., The Craft of Research, 4th.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6), 232.

10 최성렬, “칼빈신학 다시 읽기: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 관점으로,” 한국조직신학논총, 제45집 

(2016. 9): 218.

7.2.2.3 주제에 관한 문제 제기를 통한 연구 질문(Research Questions)

논문 작성법을 구성하는 세 번째 주요 요소는 주제에 대한 문제 제기, 

즉 연구 질문이다. 연구 질문 역시도 주로 논문과 에세이의 서론 안에서 

다룬다.

연구 질문들에 대한 해답이 곧 논문과 에세이의 전체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정도로 연구 질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 연구 질문들에 대한 답이 에세이 내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연구 

질문과 목차 간에 긴밀한 연관성을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학문적 

글쓰기를 할 때 연구 질문은 서론 안에서 공통적으로 다룬다. 

연구 질문은 의문형 문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 내용은 에세이나 논

문의 주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에세이 등의 

소논문 안에서는 약 3개 정도의 연구 질문이 적당하다. 반면에 학위 논

문은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에세이보다 더 많은 연

구 질문을 다룰 수 있다. 다음은 연구 질문을 다룬 하나의 예이다:

•  에세이의 경우 : 본 에세이는 주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질
문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한다. 다문화적 관점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사
마리아 선교에 어떤 역할을 담당하였는가?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사마리
아 선교와 호주 한인교회의 호주 다문화 사회 선교는 콘텍스트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유사점이 있는가?

•  학위 논문의 경우 : 칼빈의 “그리스도와의 연합(unio cum Christo)” 사상의 
범위는 그의 전체 신학 안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가? 사실 그 범위의 경
계선은 명확하지 않다. 왜냐하면 칼빈이 그 범위를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라는 단어로 직접 제시하기보다는, 매우 다양한 비유적 표현들(diverse 
formulations)로 언급했기 때문이다. 칼빈의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
은 여러 다양한 비유적 형태, 즉 “접붙임(insero, insitio),” “친교(commuio, 
commuico),” “참여(participes),” “동반 성장,” “그리스도와 하나됨(coalesco),” 
“그리스도 안”에서 등으로 표현된다. 

이와 같이 에세이의 경우 서론 안에서 연구 질문은 의문형 문장으로

만 구성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지면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위 논문의 경우에는 먼저 의문형 문장으로 연구의 질문을 한 다음, 그 

이후에 그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여러 단락에 걸쳐 다루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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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논문의 주제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하면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사용하면 좋다:11

첫째, 그 연구의 주제가 오늘날 우리에게(here and now) 어떤 신학적 의미가 
있는가?12

둘째, 이 연구의 주제가 어떤 신학적 역할을 하고 있는가?13

셋째, 이 연구의 주제가 다른 신학적 주제들과 어떤 신학적 연관성을 가지
는가? 
넷째, 이 연구 주제를 그동안 어떻게 다루어 왔는가?
다섯째, 그동안 이 연구 주제에 관한 논쟁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여섯째, 이 연구 주제를 기존과 구별되는 다른 신학적인 관점으로 다룰 수
는 없는가?
일곱째, 이 연구 주제를 실천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은 무엇인가?

연구 질문에 관한 또 다른 예는 다음과 같다: 

칼빈의 신학 안에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 
그 사상의 신학적 역할은 칼빈 신학 안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가?
그동안 개혁 신학은 칼빈의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다루어 왔는가?
그 사상 관점에서 보면 개혁 신학 안에 ‘인식론적 부재’의 수준이라고 과감
히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의 심각한 신학적 한계가 존재하고 있지는 않
는가? 
그 사상의 중대한 신학적 역할에 대한 인식의 결여는 아직까지도 개혁 신학 
안에서 여전히 현재 진행형 상태는 아닌가? 
그 사상이 오늘날 우리에게(‘here and now’) 주는 신학적 의미는 무엇인가?
칼빈의 그 사상을 오늘날 실천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은 
무엇이 있는가?14

11 연구 질문과 다양한 신학 연구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고하라: Rucretia B. Yaghjian, 
Writing Theology Well: A Rhetoric for Theological and Biblical Writers, 2nd ed. (London: Bloomsbury T & T 
Clark, 2015), 100.

12 사실 우리의 신학과 삶의 현장에 의미를 제공하지 못하는 연구는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하는 것

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이 연구의 주제가 제공하는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반드

시 질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3 웨인 부스, 그레고리 콜럼, 조셉 윌리엄스, 영어논문 바로쓰기, 제7판, 강경이 역 (서울: 한영문화

사, 2017), 37-41.
14 이에 관한 구체적인 문제 제기의 방식에 대해서는 최성렬, “칼빈신학 다시 읽기,” 218-21을 참고하라.

이와 같이 논문 작성 안에서 주제에 대하여 효과적인 문제 제기를 할 

때 그 연구는 논리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문제 제기를 할 때는 독자나 평가자의 관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면 그 

연구가 보다 독창적이며 관심을 유발시키는 좋은 작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7.2.2.4 연구 주제 설명(Overview of Thesis)과 문헌 비평(Literature Review)

논문 작성법을 구성하는 네 번째 주요 요소는 논지 및 주제에 대한 설

명이다. 논문 주제(theme, topic)나 제목(title)은 해당 연구의 전반적인 내

용을 함축적으로 내포한 어구(phrase)로 구성한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논지는 주로 한두 문장으로 구성하며, 해당 연구의 전체를 대변할 수 있

는 논리 있게 압축된 핵심 내용으로 구성한 것을 뜻한다.

연구 주제 및 논지 설명 역시도 주로 논문의 서론 부분에서 다룬다. 

서론의 기능 중 하나가 현재 다루고 있는 연구 주제를 간략하게 압축하

여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연구 주제와 논지를 서론 부분에서 압축하여 설명하는 이유는 독자나 

평가자를 위한 목적 때문이다. 왜냐하면 학문적 글쓰기의 경우 어떤 주

제는 전문 지식이 부족하면 이해하기가 다소 난해하기 때문이다. 그런 

경우 연구 주제를 서론 부분에서 간략하게 설명하면, 그것이 해당 주제

에 대한 독자의 선이해를 어느 정도 돕는 역할을 한다. 

같은 맥락에서 그 글의 논지도 서론 안에서 간략하게 설명하면 유익

하다. 왜냐하면 글을 처음부터 전반적인 큰 틀에서 이해하는 것에 논지 

설명이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에세이의 경우 연구 주제와 논지를 일

반적으로 한두 문장이나 한 단락으로 간략하게 설명한다. 그러나 학위 

논문의 경우는 여러 페이지의 지면을 할애하여 충분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 주제의 논지 및 주제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설명하려면 다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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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참고하면 좋다:

첫째, 논지(thesis statement)는 논문 전체를 함축하는 핵심 요약과 같은 것으로 
한두 문장으로 구성된다. 그럼에도 그 논지에 대한 설명은 프로포절 안에서 
구체적으로 충분히 다루어야만 한다. 에세이와 학위 논문은 논지 설명을 서
론 안에서 다룬다.
둘째, 프로포절과 논문의 서론 안에서 연구의 주제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반드시 설명해야만 한다. 

연구의 주제와 논지를 다룬 예는 다음과 같다:

•  논지 설명 : 본 논문의 주요 관심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이 칼빈의 
신학 안에서 하나의 핵심 사상 같은 중대한 신학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  주제에 대한 개념적 정의 설명 : “그리스도와의 연합”(unio cum Christo)이란 
무엇인가? 이 개념은 그리스도와 우리 신자(Believers)와의 ‘상호 내재성’을 
의미한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요 15:5; 갈 2: 20; 골 1: 27),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요 15: 5; 고전 15: 22; 고후 5:17) 상호 내재(內在)함을 뜻한다. 
이런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관련된 표현들은 바울 서신 안에만 216회, 
요한의 글 안에서는 26회나 등장한다.15

이와 같이 에세이와 학위 논문 안에서 논지 및 주제에 대하여 성서적

인 근거와 신학적인 체계를 가지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 설명이 학문

적 글쓰기 안에서 결여되면 실제로 논문을 진행할 때 논리적인 측면이 

약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한편 흔히 선행 연구라고도 알려진 문헌 비평(literature review)은 학문

적 글쓰기 안에서 매우 중요한 목표를 가진다. 문헌 비평은 연구가 진행

될 분야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사전에 갖추는 데 도움을 준다. 동시에 

그것은 연구 주요 이슈(issues) 파악과 연구 방법론을 이해하는 것에 도움

을 준다. 

연구자는 문헌 비평을 통해 해당 연구 주제의 핵심 문헌들을 비평적

15 Bruce Demarest, The Cross and Salvation: The Doctrine of Salvation (Wheaton, Illinois: Crossway 
Books, 2006), 467-468. 

으로 파악하고 분석해야 한다. 문헌 비평과 선행 연구를 통해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 분야에 대한 기초적인 전문 지식들을 얻는다. 그런 관점에

서 연구자는 기본적으로 그 저자들의 학문적 공헌을 인정하는 것이 필

요하다. 

중요한 것은 문헌 비평을 통해 연구자는 자신의 독창적인 연구 주제

를 발견해야 한다. 그것을 틈새 학문과 틈새 신학의 발견이라고 불러도 

좋다. 사실 그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선행 연구와 문헌 비평을 하는 것

이다. 

문헌 비평은 논문 프로포절의 한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그리고 에세

이와 논문에서는 주로 서론이나 본론의 첫 서두 부분에서 다룬다. 문헌 

비평 안에 주로 다음의 내용들을 포함한다:

첫째, 해당 문헌의 핵심 논지와 내용을 비평한다.
둘째, 저자가 해당 문헌에서 사용한 연구 방법론들을 비평한다. 구체적으로 
해당 문헌이 다룬 핵심 이론, 핵심 단어(key words), 독창적 연구 기법, 그리
고 인용된 주요 참고자료들 등을 소개하고 비평한다.
셋째, 연구자 자신의 연구 주제 관점에서 해당 문헌을 전반적으로 비평한
다. 중요한 것은 연구자의 비평 부분이 전체 지면의 50% 내외를 차지하도록 
구성한다. 프로포절이 아닌 논문 안에서의 문헌 비평 부분은 해당 연구 분
야의 주요 문헌들을 연대기별로 소개하는 것도 하나의 효과적인 연구 방법
이다.

선행 연구와 문헌 비평을 체계적으로 할수록 학문성 높은 창의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 연구자는 해당 연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학문적 공헌을 할 가능성도 클 것이다. 

7.2.2.5 연구 방법론(Research Methodology)

논문 작성법을 구성하는 다섯 번째 주요 요소는 연구 방법론에 대한 

소개이다. 연구 방법론은 프로포절 안에서는 하나의 주요 구성 요소이

고, 에세이와 논문 안에서는 주로 서론에서 그것을 소개하고 본론에서

는 실제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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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연구 방법론은 그 논문이 일관성, 창의성, 비평성, 객관성, 그

리고 학문성 등을 가지고 진행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한

마디로 논문 작성의 하나의 핵심축(a core axis)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다름 아닌 연구 방법론(research methodology) 또는 신학 방법론(theological 

methodology)이다. 그런 관점에서 에세이와 학위 논문 같은 학문적 글쓰

기 안에서는 주제와 연관성이 있는 연구 방법론을 반드시 중요하게 다

루어야만 한다.

연구 방법론은 학문과 신학의 전공 영역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상이

한 이론과 방법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큰 틀 안에서 보

면 전공 영역을 초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연구 방법들도 얼마든지 존재

한다. 그런 연구 방법은 학제간 융합을 하는 하나의 연결 원리(bridging 

principle) 역할을 하기도 한다. 각 학문과 신학의 전공 분야에 대한 구체

적인 연구 방법론을 다룬 전문 서적은 얼마든지 많다.

예를 들면 신학 전공의 경우 신학 연구 방법론, 성경 해석학, 신·구약 

신학 연구 방법론, 조직 신학 연구 방법론, 교회사 연구 방법론, 선교학 

연구 방법론, 현장 사역 조사 연구 방법론 등 매우 다양한 전문 서적들

이 출판되어 있다.16 그러나 연구 방법은 연구자가 독자적으로 기존의 

연구 방법들을 응용하여 창의적 방식으로 다룰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연구 방법론들은 에세이와 학위 논문 같은 학문적 글쓰기를 할 때 

논문 작성의 하나의 중심축(a central axis) 역할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16 신학 전공 영역별 연구 방법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의 책들을 참고하라. 로후스 레온하르트, 

조직신학 연구 방법론, 장경노 역 (서울: CLC, 2018); 앤서니 C. 티슬턴, 기독교 교리와 해석학: 교리, 삶, 

공동체의 지평융합에 관한 핵석학적 성찰, 김귀탁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랠프 L. 스미스, 구약신

학: 그 역사, 방법론, 메시지, 박문재 역 (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05); 우베 퀴네벡, 루돌프 레에브, 페

트라 폰 게뮌덴, 토마스 슈멜러, 교회사 연구 방법론, 이은재 역 (서울: CLC, 2013); 앤서니 C. 티슬턴, 조직

신학: 진리 성경 역사 해석, 박규태 역 (서울: IVP, 2018); 찰스 M. 우드, 신학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김흥

규 역 (서울: 신앙과지성사, 2013); 강창섭, 선교학 연구 방법론 (서울: CLC, 2018); 앤서니 C. 티슬턴, 성경

해석학 개론: 철학적·신학적 해석학의 역사와 의의, 김동규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2); 김태식, 교회사 

연구 방법론: 기독교와 역사서술 (서울: 한들출판사, 2016); 비고 소가드, 현장사역 조사연구 방법론, 김에녹 

역 (서울: CLC, 2011); James E. Bradley and Richard A. Muller, Church History: An Introduction to Research, 
Reference Works, and Methods (Wheaton, Illinois: Crossway Books, 2006), 467-468.

다음과 같은 질문들은 연구 방법론을 선정할 때 실제적인 도움을 가

져다줄 것이다:

첫째, 그 연구 주제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학문적 또는 신학적 원리
(theological principle)는 무엇인가? 
둘째, 그 연구 주제 안에서 가장 중대한 학문적 또는 신학적 역할을 하고 있
는 주요 이론 또는 주요 관점은 무엇인가?
셋째, 다른 학자들은 그 연구 주제를 어떤 연구의 방법론을 가지고 다루고 
있는가? 그들이 주장하는 연구 방법론에 동의하는가? 아니면 반대하는가? 
넷째, 그 연구 주제를 가장 많이 비중 있게 다룬 학자와 신학자는 누구인가? 
또는 전문 자료와 신학 서적은 무엇인가? 
다섯째, 그 연구 주제에 대한 주요 참고 자료들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
되고 있는 주제어(key words)는 무엇인가?
여섯째, 그 연구 주제의 텍스트뿐만 아니라 콘텍스트의 독특하거나 특별히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일곱째, 그 연구 주제에 독특하게 접근할 언어, 역사, 문화, 지리, 사회, 학
문, 사상, 철학, 과학, 또는 가설 방법 등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질문을 가지고 연구 주제와 관련된 참고 자료들을 분석하

다 보면 그 주제를 핵심적으로 끌고 가는 하나의 학문적 또는 신학적 원

리가 발견될 것이다. 그 원리는 하나의 저명한 학자 또는 신학자와 또는 

그의 학문적 작품이 될 수도 있다. 아니면 하나의 학문적 또는 신학적 

관점(a theological viewpoint)이 될 수도 있다. 신학의 경우 “언약 중심적 신

학”17과 같은 하나의 신학 방법론이 될 수도 있다. 그 외에도 어떤 이론

이나 텍스트와 콘텍스트 등이 다양한 연구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연구

의 방법론을 다룬 예는 다음과 같다:

칼빈 신학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 그의 신학은 사실상 “그리스
도와의 연합”(unio cum Christo) 사상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
다.18 그러므로 칼빈의 신학을 재평가하는 본 연구에 있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을 그 연구 방법론으로 선정하고자 한다.19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17 Moshe Weinfeld, “The Covenant of Grant in the Old Testament and the Ancient Near East,” JAOS 
90 (1970): 184-203; Dennis J. McCarthy, Treaty and Covenant (Rome: Pontifical Biblical Institute, 1963); 
Meredith Kline, By Oath Consigned  (Grand Rapids: Eerdmans, 1968).

18 Sung R. Choi, “Union with Christ? Re-reading Calvin as Constructive Proposal for Korean 
Calvin Reception” (PhD diss., Stellenbosch Universit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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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사상에 관한 본 논문의 주요 강조들은 칼빈의 1차 자료인 기독교 강요
뿐만 아니라, 그의 성서 주석집, 설교집, 논문집, 그리고 서신서 등 다양한 
1차 자료들로부터 제시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칼빈 신학과 관련된 수백 
권의 2차 자료들도 그의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
고 비교하는 연구에 사용될 것이다.

이와 같이 학문적 글쓰기 안에서 주제와 긴밀한 연관성을 가진 하나

의 독특한 연구의 방법을 선정하면 그 연구는 상당히 수준 높은 창의성

과 논리성을 바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그 연구 방법론

이 논문 작성을 일관성과 학문성 있게 끌고 가는 학문적이고 신학적인 

가이드(theological guide)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7.2.2.6 연구의 범위(Delimitation of the Research)

논문 작성법을 구성하는 여섯 번째 주요 요소는 연구의 범위이다. 연

구의 범위는 주로 논문의 서론 안에서 소개하고, 본론 안에서는 실제로 

그것을 적용한다. 연구의 범위는 논문 안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설

정하고 다룬다: 

첫째, 연구할 주제의 1차 자료( primary sources) 및 주요 참고 자료(core references)
에 대한 연구 범위를 설정한다.
둘째, 연구 주제의 연구 범위를 가급적으로 좁히는 것이 효과적인 연구에서 
매우 중요하다. 가급적이면 시사성과 학문적 공헌도가 높으면서도 연구자의 
관심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좋다.
셋째, 연구의 범위를 정할 때 틈새 학문과 이론, 틈새 연구 주제 등을 다루
면 창의성 높은 연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넷째, 신학의 연구 범위는 특정 본문, 특정 주제, 특정 시대, 특정 신학자, 
특정 텍스트, 특정 콘텍스트, 특정 연구 방법론, 그리고 특정 관점 등으로 
특정화시키는 것이 좋다. 
다섯째, 연구 범위를 정할 때 지도 교수의 논문 지도를 통해 실제적인 도움
을 받는 것도 하나의 좋은 연구 방법이다.
여섯째, 선행 연구 안에서 다룬 연구 범위들을 참고하는 것도 자신의 연구 
범위를 설정하는 것에 실제적인 도움이 된다. 그때 표절, 짜깁기, 그리고 논
문 유사성 등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일곱째, 논문 안에서 다룰 연구의 범위를 서론에서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것
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제2장에서는 무엇을 다루고, 제3장에서는 무엇을 

19 Charles Partee, Calvin and Classical Philosophy (Leiden: E. J. Brill, 1977).

다룰 것인지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서론 안에서 소개하는 것도 한 학문적 
글쓰기의 방식이다. 

프로포절 안에서의 연구 범위 설정은 주제에 대한 연구 범위를 좁혀

서 연구가 보다 체계적이며 효과적으로 진행하게 만든다. 또한 그것은 

논문 작성에 대한 범위를 소개함으로써 독자나 평가자로 하여금 논문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든다.

연구의 범위를 다룬 예는 다음과 같다:

•  연구 범위 : 칼빈 신학을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의 관점으로 재평가하
기 위하여 연구 범위(delimitation of the research)를 기독교 강요(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20로 한정하여 정했다. 기독교 강요는 그 내용뿐만이 아니
라 그것의 구조 역시도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과 상당 부분에서 긴밀
한 연관성을 보인다.21

•  서론 내 논문 작성의 범위 소개 : 구체적으로 본 연구 논문 목적을 더 명료
화하기 위해서 제1장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그 ‘중요성’에 관한 다양한 
신학적 진술들을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한다. 제2장 안에서는 두 번째, 개혁
신학 내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에 관한 대표적인 신학적 한계의 원인
이라고 볼 수 있는 ‘신학적 접근 방식의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루고
자 한다. 

이와 같이 학문적 글쓰기 안에서 연구의 범위와 논문 작성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그 연구가 보다 더 체계적이며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것

에 매우 중대한 역할을 한다.

7.2.2.7 연구의 목적과 가치(Aims and Benefits of Research)

논문 작성법을 구성하는 일곱 번째 주요 요소는 연구의 목적과 가치

에 대한 소개이다. 연구의 목적과 가치는 프로포절 안에서는 하나의 주

요 구성 요소이고, 에세이와 논문 안에서는 주로 서론과 결론에서 다룬

다. 그것을 논문의 본론 각 장들(Chapters)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루기도 

20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vol. 4, ed. John T. McNeill, trans. Ford Lewis 
Battles (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60).

21 Charles Partee, Calvin and Classical Philosophy (Leiden: E. J. Brill,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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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구체적으로 그 연구의 목적과 가치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로 구성

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교회와 사회의 발전에 공
헌하려는 목적을 가지는가? 
둘째, 본 연구를 통해 해당 연구 분야와 학문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구체적
인 부분은 무엇인가?22

셋째, 본 연구를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신학과 신앙, 학문적 공헌의 가치는 
무엇인가?
넷째, 본 연구의 결과를 실천론적으로 교회와 신학, 그리고 목회와 사회 공
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적용점은 무엇인가? 
다섯째, 본 연구를 통해 현재 시사되고 있는 신학적이거나 종교적인 이슈들 
등에 대하여 어떤 학문적인 공헌을 할 수 있는가?

이와 같이 연구와 논문 작성의 목적과 가치는 교회와 사회와 해당 학

문 영역을 위한 공헌에 있다. 비록 사소하고 미약할지라도 발전적인 공

헌이나 기여가 없는 연구는 사실상 그 생명력을 상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프로포절과 논문 안에서는 해당 연구의 주요 

목적과 가치, 그리고 신학적인 공헌점과 기대점 등이 반드시 구체적으

로 소개되어야만 한다. 

연구의 목적과 가치를 다룬 예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목적과 가치는 다른 것이 아니다. 재해석된 칼빈의 “삼위일체 하나
님과의 연합”이라는 신학 사상으로 인한 결과로서 변질되고 왜곡되었던 중세 
기독교를 성서 중심적인 개혁으로 그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칼빈의 신학적 
유산들이,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에게도 새로운 강력한 개혁적 영향력
을 미치는 것에 작은 도움을 주는 것이다.23

중요한 것은 교회와 사회를 위한 신학적이고 학문적인 공헌이 연구의 

최상의 목적과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에세

이와 학위 논문 등 학문적 글쓰기 안에서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그 연구

의 주요 목적과 가치를 소개해야만 한다.

22   현요한, 장로회신학대학교 표준 논문 작성법, 12.
23 이에 대해서는 최성렬, “칼빈신학 다시 읽기,” 217-59를 참고하라.

7.2.2.8 논문 목차 구성(Research Outline or Table of Contents)

논문 작성법을 구성하는 여덟 번째 주요 요소는 논문 목차이다. 구체

적으로 에세이와 학위 논문의 목차를 구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

을 참고하면 좋다: 

첫째, 에세이 등 소논문의 목차(table of contents)는 서론·본론·결론의 형식
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학위 논문의 경우 같은 형식이지만, 
좀더 복잡한 내용들로 목차가 구성된다.24

둘째, 목차 내 각 장·절·항·목의 소제목들은 논문의 주제, 논지, 주제어
(key words), 그리고 연구 질문들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구성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주제, 논지, 연구 방법론 등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을 가지는 단어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소제목을 정하는 것이 좋다.
셋째, 서론 격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해당 연구 주제의 선행 연구를 다루도
록 목차를 구성하라. 
넷째, 본론의 마지막 부분에서 해당 주제의 실천론적 적용 부분을 체계적으
로 충분한 지면을 가지고 다룰 수 있게 목차를 구성하라. 최근의 신학과 학
문적 경향이다.
다섯째, 가급적이면 각 장들(Chapters)의 지면을 균형 있게 배열하도록 목
차를 구성하라(서론과 결론은 전체 지면의 ±10%이다). 그러나 주요 장들(main 
chapters)은 상대적으로 충분한 지면을 할애하는 것이 좋다.
여섯째, 목차를 구성할 때 주요 참고 자료들의 목차를 참고하면 도움이 된
다. 그러나 표절이나 짜깁기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일곱째, 소제목은 최대한 간단명료하게 문장이 아닌, 어구(phrase)나 어절로 
구성하라. 
여덟째, 논문 목차의 표기는 앞선 1.20.1의 ‘목차 표기의 실례’를 참고하라. 
가급적이면 자동으로 목차가 구성되도록 MS Word의 한 기능인 ‘styles’를 
적용하면 유용하다.

논문 목차는 프로포절과 논문의 핵심 구성 요소이다. 그런 관점에서 

논문의 목차를 심혈을 기울여 체계적으로 구성해야만 한다. 논문 목차

는 전체 논문의 골격(skeleton)과 같다. 따라서 프로포절과 논문 안에서 

논문 목차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면 전체 논문의 내용과 구조가 학문성에

서 완성도 높은 작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연구의 목차를 다룬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논문 프로포절 내 목차):25

24  논문 목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앞서 1.20에서 다룬 ‘목차(Table of Contents)’를 참고하라.

25 에세이 프로포절의 목차 및 구성 요소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부록에 있는 ‘부록 Ⅱ 소논문 

프로포절 및 PhD 연구 시간표 샘플(Essay Proposal and PhD Research Schedule Sample)’ 등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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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2,000 단어 내외) 
   연구 배경, 연구 주제 설명(또는 문헌비평), 연구 질문, 연구 방법론과 연구 

범위, 연구 목적과 공헌점
2	 칼빈	신학과	“그리스도와의	연합”(3,000 단어)

 2.1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개념적 설명
 2.2   칼빈 신학과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 간의 긴밀한 신학적 연관성
3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	사상과	칼빈의	기독교	강요(6,000 단어)

 3.1   기독교 강요와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라는 ‘신학적 이중 구조’
 3.2   기독교 강요 내용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라는 ‘신학적 이중 

구조’
4 칼빈 신학과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 사상(6,000 단어)

 4.1 우리와 삼위일체 하나님 각 한 분 위격과의 연합
 4.2 우리와 삼위일체 하나님 두 분의 위격들과의 연합
 4.3 우리와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 모두의 위격들과의 연합
5   칼빈의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에 관한 신학적 한계의 주요 원인들 

(3,000 단어)

 5.1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Doctrine)라는 하나의 신학적 방식으로만 접근
 5.2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 사상 관점으로 

보는 신학적 안목 부족
6 결론(2,000단어 내외)

   개혁 신학 내(內) 올바른 칼빈 신학 재발견과 수용을 위한 건설적 제안으
로서의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 사상

7 참고 문헌

이와 같은 목차 구성은 소논문(essay)이나 석사 학위 논문의 목차에 해

당된다. 박사 학위 논문(doctoral thesis & dissertation)의 경우는 좀더 복잡하

다. 학위 논문의 목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앞서 다룬 ‘1.20 목차(Table 

of Contents)’를 참고하라. 

중요한 것은 목차가 논문의 핵심 구성 요소이며, 동시에 전체 논문

의 골격과 같다는 사실이다. 건물로 비유하면 골격이 튼튼하고 정교하

게 세워질 때, 건물 전체가 안전하게 세워지는 것과 같다. 논문의 목차

가 체계성, 일관성, 학문성, 논리성, 독창성, 그리고 비평성 있게 구성

되면, 논문 전체의 질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7.2.2.9 연구 시간 계획표(Timeline for Research)

논문 작성법을 구성하는 아홉 번째 주요 요소는 연구 시간 계획표 작

성이다. 연구 시간 계획표는 프로포절 안에서만 다룬다. 구체적으로 연

구 시간 계획표를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참고하면 좋다: 

첫째, 연구와 논문 작성의 시작 일자와 마지막 제출 일자를 확인하라. 
둘째, 논문 개요(research outline)에 따라 각 장(Chapter)의 해당 단어 수를 정한 
후, 예상 완료할 일자를 표기한다.
셋째, 초고(1st draft)는 석사 논문의 경우 최소한 최종 제출일 1개월 전에, 박
사 논문의 경우는 최소 6개월 전에 제출해야만 한다.
넷째, 소논문(essay)의 경우는 연구 시작일과 최종 제출일을 정하되, 학위 
논문처럼 보다 구체적인 형태의 연구 시간 계획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관
하다.
다섯째, 연구 시간 계획표를 작성할 때 지도 교수와의 긴밀한 협의하에서 
하라.26

논문의 연구 시간 계획표는 연구자로 하여금 논문 최종 제출일(due 

date)에 맞추어 연구 진행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에 실제적인 도움을 준

다. 따라서 프로포절 안에서는 반드시 연구 시간 계획표를 작성하는 것

이 필요하다.

석사 학위 연구 시간 계획표의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able of Contents Words Due Date

초록(Abstract) 300 단어 01 Feb.

1	서론

논문의 논지, 주제 설명, 문제 제기, 연구 범위, 연구 방법론, 

논문의 공헌점

2,000단어 14 Feb.

2	칼빈	신학과	“그리스도와의	연합” 3,000단어 01 Mar.

 2.1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개념적 설명

 2.2   칼빈 신학과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 간의 긴밀한 신학

적 연관성

3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	사상과	칼빈의	기독교	강요 6,000단어 25 Mar.

 3.1   기독교 강요와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라는 ‘신학적 

이중 구조’

 3.2   기독교 강요 내용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라는 ‘신

학적 이중 구조’

4	칼빈	신학과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	사상 6,000단어 20 Apr.

26   알파크루시스대학의 박사 과정의 경우 학교에서 제공하는 ‘연구 시간 계획표’를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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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le of Contents Words Due Date

 4.1 우리와 삼위일체 하나님 각 한 분 위격과의 연합

 4.2 우리와 삼위일체 하나님 두 분의 위격들과의 연합

 4.3   우리와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 모두의 위격들과의 연합

5			칼빈의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에	관한	신학적	한계의	주요	

원인들	
3,000단어 14 May

 5.1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Doctrine)라는 하나의 신학적 방

식으로만 접근

 5.2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 사

상 관점으로 보는 신학적 안목 부족

6	결론

개혁 신학 내(內) 올바른 칼빈 신학 재발견과 수용을 위한 건설

적 제안으로서의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 사상

2,000단어 28 May

7	참고	문헌
초고(1st Draft)

제출
30 May

이와 같이 프로포절 안에 연구 시간 계획표를 체계적으로 계획하면 

연구가 정해진 시간에 완성하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역할을 한다. 

반면에 연구 시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지 않고 무계획적으로 연구 

활동을 할 경우 연구의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연구 시간이 더 

지체될 가능성이 크다.

7.2.2.10 참고 문헌(Bibliography)

마지막으로 논문 작성법을 구성하는 열 번째 주요 요소는 참고 문헌

의 수집, 분석, 목록 작성 방법이다. 참고 문헌 목록은 프로포절과 논문

의 맨 마지막 부분에 작성한다(그때 ‘Page Breaks’를 시도하면 좋다). 참고 자

료의 수집과 분석 방법은 앞선 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따라서 본 

항목에서는 논문과 논문 프로포절 내에서 참고 문헌 선정과 그 목록을 

작성할 때의 주요 사항을 주로 다룰 것이다.

참고 문헌 선정과 그 목록을 작성할 때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참고하

면 좋다: 

첫째, 논문 프로포절 안에서의 참고 문헌 제시는 실제로 인용하지 않은 자
료들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논문 안에서는 실제로 본문에서 인용된 
자료들만 참고 문헌 목록 안에 표기해야만 한다.
둘째, 논문 프로포절 안에서는 연구 주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 책과 
논문 자료들을 우선적으로 제시하라.
셋째, 참고 자료의 제목이 연구 주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더라도 그 내
용의 일부가 연관성을 가지면 얼마든지 참고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가급적이
면 연구자 자신의 관심사와 주제를 체계적으로 다룬 전문성 높은 연구 자료
를 우선적으로 참고하라.
넷째, 참고 자료는 해당 주제에 대하여 권위 있는 신학자의 신학 작품을 우
선적으로 선정하라. 
다섯째, 공신력 있는 출판사나 대학 기관의 자료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라.
여섯째, 해당 주제를 전공한 전문가나 연구자에게 참고 자료의 정보를 요청
하면 좋다.
일곱째, 신간 도서나 또는 최신의 연구 자료와 논문 자료들을 보다 적극적
으로 활용하라.
여덟째, 연구 분야에 따라 고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아홉째, 참고 문헌은 1차 자료와 2차 자료 순으로 기입하라. 한글 자료와 외
국어 자료 순으로 기입하라. 기타 참고 문헌의 작성법은 앞선 장의 ‘참고 문
헌 작성법’을 참고하라.27

양질(good quality)의 참고 자료가 사실상 연구와 논문 작성의 질(quality)

을 결정한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다.28 그런 관점에서 논문 작성의 첫 

중요한 관문은 다름 아닌 양질의 참고 자료 확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프로포절 안에서 연구 주제와 긴밀한 연관성을 가진 양질의 

참고 자료가 확보되어 제시되도록 최상의 노력을 다해야만 한다.

참고 문헌 목록 표기의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참고 문헌

1차 자료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ited by John T. 
McNeill. Translated by Ford Lewis Battles, 2 vols.,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Series nos. 20-1.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27 에세이와 학위 논문의 참고 문헌 작성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참고 문헌 작성법’을 참고하라.

28 참고 문헌을 찾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앞선 제6장의 내용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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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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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tters of John Calvin. Edited by Jules Bonnet, 4 vols. New 
York: Burt Franklin Reprints, 1972-3. 

   . Commentary o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Translated by Rev. 
William Pringle. Vol. 2. Edinburgh: The Calvin Translation 
Society, 1847.

   . Sermons on Galatians. Translated by Arthur Golding. London, 
1574. Reprint, Audubon, NJ: Old Paths Publications, 1995.

2차 자료

김선권. “칼뱅의 신비적 연합(unio mystica).” 한국조직신학논총, 제38집 
(2014): 157-196.

김은수. “칼빈의 구원론의 중심과 본질: ‘그리스도와의 연합’(Unio cum 
Christo)과 ‘이중은혜’(Duplex Gratia).” 칼빈탄생 500주년 기념 학
술대회: 칼빈의 구원론과 교회론. 안명준 편. 서울: SFC 출판부, 
2011. 

노영상. “깔뱅 신학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와 연합’과 ‘성화론’ 사이의 관계.” 
장신논단, 22(2004): 191-215.

Canlis, Julie. Calvin’s Ladder: A Spiritual Theology of Ascent and Ascension.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10.

Choi, Sung Rual. “Union with Christ? Re-reading Calvin as 
Constructive Proposal for Korean Calvin Reception” PhD diss., 
Stellenbosch University, 2015.

Evans, William B. Imputation and Impartation: Union with Christ 
in American Reformed Theology. Eugene: Wipf and Stock 
Publishers, 2008. 

Garcia, Mark A. Life in Christ: Union with Christ and Twofold Grace in 
Calvin’s Theology. Eugene, Oregon: Wipf and Stock Publishers, 
2008.

Kennedy, Kevin Dixon. Union with Christ and the Extent of the Atonement 
in Calvin. New York: Peter Lang, 2002.

Letham, Robert. Union with Christ: In Scripture, History, and Theology. 
Phillipsburg: P&R Publishing, 2011.

제8장

학문적 글쓰기의 10 기본 구성 요소 
(The Ten Basic Components of Academic Writing)

8.1  학문적 글쓰기의 10 구성 요소

학위 논문이나 에세이 등의 학문적 글쓰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가져

야 할 구성 요소들은 무엇인가? 학문적 글쓰기의 기본 구성 요소들이 

내포하고 있는 특징과 가치는 무엇인가? 왜 학문적 글쓰기의 기본 구성 

요소들을 아는 것이 중요한가?

효과적인 학문적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기본 구성 요소들

을 알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논문이나 에세이 등의 학문적 글쓰기 

작업이 매우 힘들 뿐만 아니라, 그 결과도 불만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

이다.

효과적인 학문적 글쓰기 안에는 일관성, 창의성과 독창성, 비평성, 

간결성과 집중성, 명확성, 논리성, 객관성, 다양성, 연관성, 그리고 학

문성 등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들이 있다. 그 구성 요소들은 논문의 질

(quality)을 사실상 결정한다. 그런 관점에서 학문적 글쓰기의 기본 구성 

요소들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논문 안에 끊임없이 적용하는 작업이 모

든 대학 과정의 학생들과 연구자들에게 요구된다.



152  새롭고 효과적인 학술 논문 작성과 연구 방법 제Ⅱ부: 연구 방법과 학문적 글쓰기 작성법(Research Methods and Academic Writing)  153

8.1.1 일관성(Coherence and Unity)

일관성은 논문과 에세이 등의 학문적 글쓰기 안에서 하나의 생명과도 

같다. 그만큼 일관성은 매우 중요한 기본적인 학문적 글쓰기의 한 구성 

요소이다.1 논문이 독창성과 비평성 면에서 높게 작성이 되었어도, 만약 

내용과 형식의 일관성이 결여되었다면 그 논문은 산만해 보이고, 논리

성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초보적인 연구자가 자주 보이는 학문적 글쓰기의 한계 중 하나가 그 

내용과 형식의 일관성의 결여이다. 내용 구성에 대한 대표적인 일관성 

결여의 예는 다음과 같다:

서론의 주제와 내용: 부산
본론의 주제와 내용: 시드니
결론의 주제와 내용: 뉴욕

이와 같이 상이한 주제와 내용을 다룰 경우 그 논문은 논리성과 학문

성을 상실한다. 논문이 비체계적으로 보여 매우 낮은 등급의 평가를 받

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필자와 연구자는 전체 논문의 내용과 구성뿐

만이 아니라, 매 단락과 문장이 그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고 작성이 되도

록 주의해야만 한다. 논문의 일관성을 위해 앞선 예를 재구성하면 다음

과 같다:

서론의 주제와 내용: 항만 도시로서의 부산
본론의 주제와 내용: 항만 도시로서의 시드니
결론의 주제와 내용: 항만 도시로서의 뉴욕

이와 같은 일관성을 유지한 논문과 에세이는 그 주제와 논지를 독자

1 Lucretia B. Yaghjian, Writing Theology Well: A Rhetoric for Theological and Biblical Writers, 2nd ed. 
(London: Bloomsbury Tlark, 2015), 314-7; Martin Maner, The Reseearch Process: A Complete Guide and 
Reference for Writers (California: Mayfield Publishing Company, 2000), 323-6. 

와 평가자에게 선명하게 보여 주는 효과가 있다. 그 결과 그 글은 체계

적이고 조직적인 구조와 내용을 가지고 전개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유효한 효과를 준다.

한편 논문과 에세이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 형식과 양식의 일관성

도 매우 중요하다. 초보적인 연구자나 필자가 실수하기 쉬운 대표적인 

논문 형식의 일관성과 관련된 기본 요소들을 다음과 같다:

글씨 크기와 글씨체(font)의 비일관성, 각주 표기의 비일관성, 참고 문헌 표
기의 비일관성, 본문 내 소제목 번호 표기의 비일관성, 첫 문장 들여쓰기와 
행 정렬 등의 비일관성, 논문 작성법 적용의 비일관성 등.

이와 같은 학문적 글쓰기의 형식과 양식의 비일관성은 쉽게 눈에 띄

며, 그 결과 독자와 평가자에게 자연스러운 부정적 효과를 준다. 학위 

논문의 경우 논문 작성법의 형식과 양식에서 비일관성을 보일 경우 사

실상 논문 제출이 불가능하다. 학생이 제출한 에세이의 경우 형식과 양

식에 일관성이 결여되었으면, 처음부터 평가자는 매우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평가에 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종합하면 일관성은 학문적 글쓰기를 매우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만

드는 필수 기본 요소 중 하나이다. 그리고 그 일관성은 논문과 에세이의 

학문적 질을 시각적이며 내용적으로 보여 주는 바로미터와 같은 역할을 

한다.

8.1.2 창의성과 독창성(Creativity and Originality)

창의성과 독창성은 학문적 글쓰기에서 매우 중요한 평가 요소 중 하

나이다.2 한마디로 창의성과 독창성이 높은 논문과 에세이는 높은 학문

2 학문적 글쓰기의 창의성 관한 기술과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고하라. Brooke Noel Moore, 
Richard Parker, Critical Thinking, 11th ed. (New York: McGraw-Hill Education, 2015), 27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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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그것이 결여된 글은 사실상 높은 

평가를 기대할 수 없다.

일관성이 논문과 에세이의 기본적인 틀을 체계적으로 잡아 주는 기본 

역할을 한다면, 창의성은 그 글들을 가치 있게 만드는 마치 보석 같은 

핵심 역할을 한다. 그런 관점에서 학문적 질을 높여 주는 글쓰기 방법에

서 창의성과 독창성은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소 중 하나이다. 

창의성이 결여된 글쓰기는 단순한 지식 전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창의성과 독창성이 없는 글은 비록 비평성과 논리성이 있더라도 학문적 

가치를 높게 인정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기존의 선행 연구들을 답습하

는 수준에 대부분 머물기 때문이다. 그 결과 창의성 없는 논문은 학문적 

공헌도의 결여로 이어진다. 

초보 연구자와 필자는 논문과 에세이 제출의 압박 때문에 단순한 지

식 전달과 기본적인 비교 비평으로만 글을 마무리할 때가 많다. 자료 수

집, 분석, 사고, 연구, 그리고 작문의 단계에서 창의성을 처음부터 염두

에 두지 않는 실수를 많이 한다. 그 결과 학문적 글쓰기의 기본 구성 요

소들의 적용조차 글쓰기 처음부터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유혹에 빠질 때

가 흔하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문장이 전형적인 단순한 지식 전달의 한 유형

이다:

던(James D. G. Dunn)과 캠벨(Constantine R. Campbell)의 평가에 따르면 다이스
만(Adolf Deissmann)은 “in Christ”라는 신학 용어를 20세기 신약성서 연구의 
핵심부로 안내한 대표적인 신학자이다.3

무심코 읽어 보면 위 문장은 엄청난 연구 결과를 반영한 문장처럼 보

인다. 그러나 사실상 그 문장은 다이스만에 대한 신학적 공헌에 대한 

3 James D. G. Dunn, The Theology of Paul the Apostle (Grand Rapids: Eerdmans, 1998), 391; 
Constantine R. Campbell, Paul and Union with Christ: An Exegetical and Theological Study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2012), 32-4.

던과 캠벨의 평가를 단순히 소개한 글일 뿐이다. 다시 말해 그것은 그

들의 책을 읽으면 곧바로 얻을 수 있는 지식을 단순히 전달한 수준의 

문장이다.

같은 그 문장을 창의성과 독창성을 가지고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신학 주제의 관점에서 평가하면 던(James D. G. 
Dunn)과 캠벨(Constantine R. Campbell)의 주장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
면 그들의 진술대로 다이스만(Adolf Deissmann)이 “in Christ”라는 신학 용어
를 20세기 신약성서 연구의 핵심부로 안내한 대표적인 신학자인 것은 사실
이지만,4 그 용어의 집중적인 신학 연구는 16세기 종교개혁 시대로까지 거
슬러 올라가기 때문이다.

위의 문장은 단순히 던과 캠벨의 진술을 요약하거나 소개하는 것에 

그치고 있지 않다. 반면에 연구자 자신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신학 주제의 창의적인 관점으로 그들의 진술을 재평가하고 있다. 같은 

관점으로 종교개혁 시대 신약 신학 연구와의 비교 비평을 독창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존 연구에서 찾기 어려운 틈새 신학을 공략

하거나, 새로운 창의적 관점으로 특정 연구 주제를 다룰 때 창의성과 독

창성이 인정된다.

그런 창의성과 독창성의 대표적인 예들은 다음과 같다:

•  기존 선행 연구들과 차별화되는 다른 새로운 독특하고도 창의적인 관점과 
연구 방법적 접근 

•  타 학문 간의 새로운 학제 융합적 연구 
•  해당 연구 영역에 없는 타 연구 영역의 이론을 해당 연구에 새롭게 응용 
•  기존에 잘 다루지 않은 작품 등(고전, 인물, 성서 본문 등)을 새롭게 재평가 
•  새로운 철학적 개념과 학문적 용어를 통한 연구 전개 등 

이와 같이 초보적인 수준으로부터 박사 학위 같은 매우 높은 수준의 

글쓰기에 이르기까지 창의성과 독창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박사 

학위 논문에서의 독창성과 창의성은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구성 요소

4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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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연구자가 다루려는 주제를 누군가 이미 다루었다면 그것은 더 이

상 박사 학위 논문의 주제가 될 수 없다. 

창의성과 독창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자와 필자는 그 연구 주제와 관

련된 다양한 양질의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 그 선행 연구를 

충실히 해야만 기존 연구들을 요약하거나 답습하는 수준에서 머물지 않

고, 오히려 창의성과 독창성 있는 연구가 가능해진다. 

기초적인 수준이지만 창의성 있는 학문적 글쓰기 훈련을 위해 연구자

와 필자는 가장 관심 있는 세계관이나 학문적 이론을 자신의 연구 주제

에 연결하려는 끊임 없는 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8.1.3 비교 비평성(Comparison and Criticism)

창의성과 마찬가지로 학위 논문이나 에세이 같은 학문적 글쓰기에서 

비평성은 중요한 하나의 평가 기준이 된다.5 학문적 글쓰기 안에서의 비

교 비평은 매우 다양한 유형들이 있다. 부정적인 비평뿐만이 아니라, 긍

정적인 비평 역시도 비교 비평의 한 영역이다.

추천할 만한 비평 방식은 먼저 기존 선행 연구들에 대한 긍적적인 평

가와 해석을 하는 것이다. 초보 연구자나 처음 학문적 글쓰기에 입문한 

학생은 그 반대의 현상을 보인다. 그들이 오해하여 쉽게 접근하는 논술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부정적 비평을 처음부터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들

은 자신의 논점을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이전 선행 연구들을 

무조건적으로 부정하거나 평가 절하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다음의 진술

은 그 전형적인 예 중 하나이다:

5 학문적 글쓰기의 비평에 관한 기술과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고하라. Stella Cottrell, 
Critical Thinking Skills: Developing Effective Analysis and Argument, 2nd ed. (London: Palgrave 
Macmillan Ltd, 2011).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제자도의 많은 선행 연구들은 도리어 제자도를 이해
하는 데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유형의 부정적 비평이 만약 논문의 서두에서 다루어졌다면 

어떤가? 아마도 독자와 평가자는 다소 무리한 진술로 받아들일 가능성

이 크다. 왜냐하면 기존의 학문성 높은 선행 연구들을 필자가 다소 무리

하게 평가 절하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서 부정적인 비평은 가급적이면 기존 선행 연구들에 대한 

충분한 소개와 함께 긍정적인 평가를 한 이후에 하는 것이 좋다. 다시 

말해 기존 선행 연구들을 먼저 인정한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연

구가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한가에 관해 논지를 전개하는 방식이 추천하

고 싶은 학문적 글쓰기 방법이다. 그때 부정적인 비평을 적극적으로 사

용해도 좋을 것이다.

학문적 글쓰기 안에서의 비평 방식은 다양하다. 다음의 비평 방식은 

학문적 글쓰기 안에서 자주 사용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같은 주제이지만 그럼에도 상이한 A이론과 B이론 간의 비교 비평
•같은 주제의 1차 자료와 다양한 2차 자료들 간의 비교 비평
•같은 주제의 다양한 이론들과 필자가 선택한 이론 간의 비교 비평
•  상이한 A학문 영역의 이론을 가지고 B학문 영역의 이론을 비교 비평
•고대와 현대, 또는 중세와 현대의 같은 주제를 비교 비평
•  같은 주제의 A(인물, 사상, 사건, 역사)와 B를 필자가 선택한 관점으로 비교 
비평

•고전어 자료와 현대어 자료들을 필자가 선택한 이론으로 비교 비평
•  어떤 주제의 text 중심의 연구와 context 중심의 연구를 필자가 선택한 이
론으로 비평

•  독자 중심의 연구와 저자 중심의 연구 등을 필자가 선택한 이론으로 비평

학문적 글쓰기의 공헌점은 다름 아닌 연구자의 비평 의식에서부터 출

발한다. 해당 학문 분야에 선행 연구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계를 지속적으로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연구가 오늘날 우리의 콘

텍스트 안에서 왜 필요하며 중요한가? 과연 A의 이론이 정확 무오한 불

변의 결과물인가? 만약 아니라면 어떤 부분과 관점에서 볼 때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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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검증할 객관적인 자료들이 있는가? 해당 연구 주제가 왜 오늘날 

재해석과 재연구가 되어야만 하는가? 

그런 연구자의 비평 의식이 학문적 글쓰기를 통해 크고 작은 공헌을 

한다. 다시 말해 기존의 수많은 선행 연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자는 해당 주제를 재해석, 재평가, 재정립, 재적용, 그리고 재연구를 통

해 해당 연구 분야에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공헌에 참여한다. 그때 반드

시 필요한 요소가 연구자의 비평 의식이다.  

종합하면 비평성이 결여된 논문과 에세이는 그 가치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 그런 관점에서 비평성은 학문적 글쓰기의 필수 요소일 뿐만이 아

니라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된다.

8.1.4 간결성과 집중성(Conciseness and Intensiveness)

학위 논문이나 에세이 안에서는 복잡하고 장황한 문장이나 단락을 피

하는 것이 좋다. 가급적이면 한 문장 안에 두 개 이상의 내용을 함께 담

지 않은 것이 좋다. 글을 읽는 독자와 평가자에게 어려움이나 혼란을 주

는 문장은 부정적인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내용의 중복성도 반드시 피해야 한다. 앞에서 한 내용을 뒤에서 중복

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 내용이 너무 중요해서 강조하고자 할 때는 가

급적이면 다른 표현과 다른 참고 자료를 인용하여 내용이 중복된다는 

느낌을 피해야만 한다.

그런 관점에서 필자는 항상 독자와 평가자를 의식하며 글을 써야만 

한다. 그리고 논술 작업을 마친 후에도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독자와 평

가자의 시각으로 교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문적 글쓰기 안에서 간결성이 결여될 경우 논리성도 같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6 다음의 진술은 간결성이 결여된 전형적인 문장의 유형

이다:

칼빈 자신도 1536년도 그가 쓴 기독교 강요라는 글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교
통에 관한 하나님의 조정(accommodation)이라는 개념에서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는 초월성과 인간의 제한된 지적 능력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간략한 몇 문장으로 다룰 정도로 피력하였으나, 칼빈의 
주석과 기독교 강요 개정 작업이라는 병행된 과업을 시작한 1539년부터 조
정이라는 개념을 광범위하게 사용할 정도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의미
를 우리는 그저 성경학자들이 연구 결과물로만 여기고 무덤덤하게 넘어가곤 
하였다.

이와 같은 복잡하고 장황한 유형의 문장은 독자와 평가자의 이해를 

어렵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이런 유형의 문장은 필자 자신이 글을 쓸 

때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매우 긴 장문의 글을 오

류가 없게 단 한 문장으로 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이런 유형

의 문장은 논술 작업을 하는 필자 자신에게 더 많은 스트레스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크다. 

평가가 좋은 글일수록 문체가 간결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모든 문장

들이 다 짧거나 간결할 필요는 없다.7 그러다 자칫 학문성이 결여될 가

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문장은 간결하지만, 그럼에도 그 내용은 해당 연

구 분야의 전문 용어들을 적절하게 구사하여 구성하면 학문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 관점에서 간결하고도 학문성 높은 문장 구성이 논

문과 에세이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한편 간결성과 관련하여 학문적 글쓰기 안에서 집중성을 유지하는 것

도 중요하다. 집중성이란 구체적으로 연구의 범위와 연관이 있다. 연구

할 주제의 범위를 가능한 좁혀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보다 더 체계적

인 글이 될 수 있다. 

학문적 글쓰기 안에서 너무 광범위한 연구의 범위를 다루는 것을 피

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지면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 범위의 

6 학문적 글쓰기의 간결성에 관한 기술과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고하라. 김태수, 논문 작성법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11), 29.
7 Maner, The Reseearch Process,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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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도가 결여되면 논문의 구성과 내용이 전반적으로 복잡하고 산만해 

보이기 때문이다. 연구 범위의 집중성 결여는 많은 경우 학문적 글쓰기

에 처음 입문한 초보 연구자들에게서 발견되는 현상 중 하나이다. 

다음의 에세이는 연구 주제와 범위의 집중성이 결여된 전형적인 예

이다:

•에세이 제목 : 호주 한인 디아스포라와 선교
•에세이 목차 :
 1 들어가는 말 
 2 호주 내 한인과 다문화 정책
 3 한인 디아스포라 역사와 사명
 4 이민 교회의 역할과 사명
 5 한인 디아스포라의 선교와 사명
 6 나가는 말

위 에세이의 연구의 범위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호주 한인 디

아스포라와 선교’라는 에세이 주제에 집중하여 다루는 것처럼 보이는

가? 아니면 ‘호주 다문화 정책,’ ‘호주 한인 디아스포라의 역사,’ ‘이민 교

회 또는 이민 신학,’ 그리고 ‘한인 디아스포라의 선교’ 등 연구 범위가 다

소 복잡해 보이는가? 후자의 경우처럼 다소 복잡하고 산만해 보인다.

그런 관점에서 학문적 글쓰기가 일관성, 논리성, 그리고 체계성 있게 

구성되기 위해서는 연구의 범위를 좁혀 특정화된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

루어야 한다. 그 집중성이 유지될 때, 논문이나 에세이의 주제와 논지의 

일관성도 보다 체계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8.1.5 명확성과 정확성(Clarity and Accuracy)

학문적 글쓰기의 모든 내용은 명확해야 하며,8 정확해야 한다. 부정

확한 자료는 부정확한 정보를 확대 재생산할 수 있다. 그럴 경우 부정적 

8 Booth, The Craft of Research, 250-8.

영향력이 마치 암세포처럼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인터넷의 수 

많은 검증되지 않은 자료들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학문적 글쓰기를 할 때 사실과 필자의 견해를 명확하게 구분해야만 

한다.9 연구자나 필자 자신의 글에 비평성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경우에

라도 참고 자료를 왜곡하여 다루어서는 안된다.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부정확한 정보와 지식 전달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료의 출처가 중요하

다. 글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면 좋다:

•다양한 참고 자료를 수집 분석
•학문적 권위가 있는 자료 인용
•최신 자료와 고전 등을 폭넓게 연구
•  어떤 특정 연구 주제에 관한 찬성과 반대 양 진영 모두의 자료를 참고
•  전문 서적뿐만이 아니라 권위 있는 학회에서 발행하는 논문들을 균형 있게 
인용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 사용 지양
•검증되지 않은 자료 사용 지양(특히 인터넷 자료)

•저명한 저자의 글이나 그 안에 인용 출처를 밝히지 않은 자료 지양

한편 독자와 평가자에게 효과적인 내용 전달을 위해서 글의 명료성도 

중요하다. 명료하지 않은 글은 독자와 평가자로 하여금 부정적 평가를 

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된다. 내용의 불명료성이 글의 이해를 방해하

기 때문이다. 

모든 학문적 글쓰기에 해당되는 글은 최소한 그 연구 영역에 대한 기

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

료해야 한다.10 학문적 글쓰기이기 때문에 전문 용어들을 사용할 수밖

에 없지만, 그런 경우에도 독자와 평가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글이 

좋은 글이다. 독자와 평가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 용어들은 각주

(footnotes)를 사용하여 설명하거나, 아니면 괄호 기호를 사용하여 원어를 

표기하면 이해에 도움을 준다.

9 김기홍, 논문 작성 이렇게 해라, 개정 증보판 (서울: 시대의 창, 2016), 134.
10 현요한, 장로회신학대학교 표준 논문 작성법, 개정판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6),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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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관점에서 연구자와 필자는 자신의 글이 명료하게 논술되도록 확

인하면서 써야 한다. 일반적으로 필자 자신에게 명료하지 않은 글은 동

일하게 독자와 평가자에게도 명료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8.1.6 논리성(Logicality)

모든 학문적 글쓰기는 논리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앞뒤의 진술과 

주장에 모순이 있어서는 안 된다.11 논문과 에세이가 설득력과 논리성 

있게 작성되려면 추론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비록 추론과 

가설에서 시작된 연구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증해

야만 한다. 그것이 바로 논리성이다.

논리적으로 논문이나 에세이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학문성 높

은 참고 자료들이 필요하다. 특히 연구자와 필자에게 영감을 주는 주요 

참고 자료는 반드시 필요하다. 주요 참고 자료는 많을 필요가 없다. 너

무 많을 경우 오히려 독창성과 창의성이 감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찰력과 영감을 주는 주요 참고 자료는 두세 권이면 충분하다. 나머

지 다양한 참고 자료들은 글의 내용을 지지하는 인용 자료의 역할을 한

다. 이와 같이 다양한 권위 있는 자료들을 인용하여 상호 비교 비평하는 

글을 쓸 때 논리적인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논리성 관점에서 다음의 진술을 분석해 보라:

대부분 이민 제자들의 문제는 한국에서 학습한 제자도가 진정한 제자도로 
수용되었다는 점이다. 이 한국형 제자도의 수용이 교회 성장과 부흥의 역할
을 했던 프로그램들의 틀 안에서 기능하는 제자도의 한계를 보여 주었다.

이 진술의 한계가 무엇인가? 한국형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정의하지 

11 Phyllis Creme and Mary R. Lea, Writing at University: A Guide for Students, 3rd ed. (Berkshire: Open 
University Press, 2008), 32-3.

않았다. 필자의 추론과 가설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문제 제기를 하고 있

다. 이런 유형의 진술은 논리성이 결여되어 설득력을 얻기가 쉽지 않다. 

그런 관점에서 연구자와 필자는 자신의 글이 논리적으로 논술되도록 객

관적인 검증이 포함된 글쓰기를 해야 한다.

8.1.7 객관성(Objectivity)

학문적 글쓰기의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가 객관성이다. 객관성은 명

확성과 정확성을 유지하는 근거가 된다. 만약 창의성과 독창성 그리고 

비평성이 높은 글이라고 할지라도 객관성이 결여되면 그 논문과 에세이

는 학문성을 사실상 인정받을 수 없다. 

추론과 가설이 하나의 창의적인 연구 결과물이 되려면, 그것을 객관

적으로 입증해야만 한다. 주관적인 판단이나, 아니면 개인의 사고의 결

과만을 가지고 학문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다음의 진술이 하나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칼빈의 신학 안에서 ‘선교’라는 용어적 표현이나 주제는 직접적으로 다뤄지
지 않지만, 성경에서도 ‘선교’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와 같은 추론과 가설은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으면 사실을 왜곡한 

매우 좋지 않은 주장이 된다. 그러나 반대로 객관적인 연구와 자료를 통

해 그 사실을 입증하면 매우 학문성 높은 진술이 된다. 그런 관점에서 

모든 학문적 글쓰기는 주관성을 피하고, 객관화하는 끊임없는 노력을 

요구한다.

지나치게 주관적인 글은 진실과 사실을 왜곡하기 쉽다. 인터넷 자료

들이 학문적 글쓰기 안에서 많은 경우 참고 자료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다름 아닌 객관성의 결여 때문이다. 검증되지 않은 자료이기에 

객관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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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성이나 정확성과 마찬가지로 객관성이 결여된 자료는 부정적인 영

향력을 확대 재생산한다. 인터넷 자료들이 그 대표적인 유형이다. 저명한 

인물의 주관적인 글일수록 부정적 영향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연구자와 필자는 반드시 객관적으로 검증 과정을 거치며 작성된 연구 자

료를 인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같은 맥락에서 학문적 글쓰기를 하는 연구

자라면 기본적으로 주관적인 글이 아닌 객관적인 글을 써야만 한다. 

8.1.8 다양성(Variety)

학문적 글쓰기 안에서 왜 다양성이 중요한가? 어느 연구 주제에 관하

여 폭넓은 다양한 자료들을 다루지 않으면 사실상 그 글 내용의 정확성

과 객관성을 보증할 수 없다. 한두 자료에 지나치게 의존한 글을 어느 

독자와 평가자가 객관적인 주장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는가?

한편 소수의 자료들로 글을 쓰게 되면 창의성과 비평성도 제한을 받

는다. 그것은 자료의 빈약성에서 오는 당연한 결과이다. 그런 맥락에서 

양질의 다양한 자료 사용과 다양한 연구 방식의 적용은 학문적 글쓰기

의 품격을 높여 주는 효과적인 한 방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자료들과 연구 방법을 다룰수록 그것들을 

통합하는 능력이 동시에 필요하다. 자료, 정보, 지식들을 무질서하게 늘

어만 놓는다면 오히려 그 논문과 에세이는 매우 산만하게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음의 진술은 다양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논술한 예이다:

미국에서 다문화와 관련된 교육 이론이 처음 발생한 배경은 인종 간의 갈등 
문제를 교육을 통하여 해결하기 위한 이유에서이다. 다문화 교육 이론은 윌
리엄스(Williams, 1882)에 의해 시작되어, 드보아(Dubois, 1935), 웨슬리(Wesley, 
1935), 우드슨(Woodson, 1993), 그리고 뱅스(Banks, 2001) 등의 대표적인 학자
들에 의해 점차적으로 발전하였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다문화 교육 이론은 
오랜 시간 많은 시행 착오를 거쳐 오늘날처럼 발전된 하나의 교육론으로 형
성된 것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자료들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통합할 때 그 내

용의 객관성과 비교 비평성도 자연스럽게 확장된다. 그런 관점에서 학

문적 글쓰기는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다루되 통합하여 논리적으로 논술

하는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한다.

8.1.9 연관성(Correlation)

학문적 글쓰기 안에서 대표적인 기본 요소 중 하나가 일관성의 법칙

이라는 것을 앞서 살펴보았다. 얼핏 보면 일관성과 연관성은 상당히 유

사해 보인다. 그러나 양자 간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일관성은 하나의 논지(thesis statement), 연구 방법, 그리고 논문 양식 

등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연관

성은 논문이나 에세이와의 관계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연관성은 모든 

참고 자료와 글의 내용이 에세이 주제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만약 관계성이 없는 자료를 인용할 경우 그 객관성과 정확성을 인정 

받을 수 없다. 초보 연구자들이 참고 문헌의 수를 무리하게 늘리기 위하

여 종종 연관성이 빈약한 자료를 인용하여 논술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 어느 독자와 평가자가 그 논리성과 객관성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다음의 진술은 연관성이 결여된 자료를 인용하여 쓴 글의 한 예이다:

현대 신학의 토대하에 공부하여 목회자나 신학자가 된 사람들로 인하여 지
금의 수많은 교회들이 세상에 위협을 받고 있다.

위의 진술은 기독교 윤리학에 속한 학사 과정 에세이의 내용 중 일부

이다. 그 필자는 조직 신학 자료를 인용하여 기독교 윤리를 다루고 있

다. 그러나 자료의 연관성이 빈약하다 보니 다소 무리한 주장을 펼치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현대 기독교 윤리의 문제’를 원인과 결과의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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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과정 없이 단지 ‘현대 신학의 영향’ 때문이라고 단순화시켜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연관성이 결여된 자료를 인용하면 다소 억측스러운 무리한 

주장을 할 가능성이 크다. 당연히 그 결과는 객관성, 정확성, 그리고 논

리성 결여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학문적 글쓰기 안에서 연관성을 유지해야 할 부분은 구체적으로 다음

과 같다:

•참고 자료들과 연구 주제 간의 상호 연관성
•이론과 실천론적 적용 간의 상호 연관성
•원인과 결과의 상호 연관성
•추론 또는 가설과 검증 결과 간의 상호 연관성
•서론, 본론, 결론 간의 상호 연관성
•연구 방법과 내용 간의 상호 연관성
•학제 융합할 때 이론적 기본 틀의 상호 연관성

이와 같은 영역에서 연관성을 유지하면 학문성이 높은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런 관점에서 학문적 글쓰기 안에서는 가능한 주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 자료를 인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논술 방

식이다. 글의 내용 또한 주제와 논지와의 상호 긴밀한 연관성을 유지하

여 전개해야만 한다.

8.1.10 학문성(Academicity)

학문적 글쓰기의 기본 요소 중에서 어떤 관점에서 보면 학문성이 제

일 중요할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학위 논문이나 에세이 같은 학문적 

글쓰기 안에서 학문성을 제외하면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격이 되기 때문이다.

사실 학문성은 앞서 다룬 학문적 글쓰기의 모든 기본적 요소들과 긴

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다시 말해 그 기본적 요소들 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학문성 역시도 보증할 수 없게 된다.

학문성 높은 논문과 에세이 작성을 위해 연구자는 다음의 질문을 염

두에 두며 글쓰기를 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에세이는 일관성과 논리성 있게 전개되고 있는가?
•이 에세이는 창의성과 독창성을 포함하고 있는가?
•이 에세이는 비교 비평을 충분하게 다루고 있는가?
•이 에세이는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구성되고 있는가?
•  이 에세이에 폭넓고 학문성 높은 자료들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는가?

•이 에세이는 논문 양식을 올바르게 적용하고 있는가?
•이 에세이는 학문적 문체와 내용으로 구성되고 있는가?

이와 같은 질문은 학문적 글쓰기를 할 때 연구자와 필자가 가져야 하

는 기본적인 질문들이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들은 학문적 글쓰기의 중

요 평가 요소들이기도 하다.

그런 관점에서 학문적 글쓰기를 할 때 연구자와 필자가 가장 기본적

으로 가져야 하는 마음 자세는 자신이 지금 학문성을 다루는 글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어야 한다. 학문적 글쓰기를 하기 때문에 어렵고 난해한 

주제를 피해서도 안 되며, 과제물을 제출하는 것 자체에 만족해서도 안 

된다. 그 반대로 다소 지루하고 어려운 과정일지라도, 학문적 글쓰기를 

하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한다.

학문적 글쓰기는 지식과 경험이 더해 갈수록 필연적으로 성장하고 발전

하게 되어 있다. 물론 끊임없는 노력은 그 성장과 발전의 기본 DNA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문적 글쓰기는 그 연구와 탐구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느끼는 피로감과 압박감도 상당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그 스

트레스를 성장통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

엇보다도 연구자 자신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다 보면 연구자가 상상한 그 이상으로 성장하고 발

전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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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장

학문적 글쓰기의 서론·본론·결론 작성 방법
(How to Write Introduction, Main Body, Conclusion of 

Academic Writing)

학위 논문이나 에세이 같은 학문적 글쓰기의 기본 형식은 기승전결의 

원칙이다. 그 원칙에 따라 대부분의 학문적 글쓰기는 서론, 본론, 그리

고 결론의 형식을 가진다.1

서론과 본론, 그리고 결론 안에는 그것을 형성하는 기본 구성 요소들

이 거의 공통적으로 존재한다. 그 기본 구성 요소들은 경우에 따라서 반

드시 들어가야만 하는 항목들은 아니다. 그럼에도 그것들이 포함되거나 

결여되면 학문적 평가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

서론, 본론, 결론을 형성하는 주요 기본 구성 요소들은 글을 쓰는 연

구자와 필자뿐만 아니라, 그 글을 읽는 독자와 평가자 모두에게도 상당

한 유익을 가져다준다. 학문적 가치가 있고 공헌도가 높은 글일수록 기

본 구성 요소들이 글 속에서 체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1 에세이의 서론·본론·결론 구성과 작성에 관한 기술과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고하라. 

Terri Morley-Warner, Academic Writing is … : A Guide to Writing in a University Context (Australia: CREA 
Publications, 2010), 33-48.

9.1  서론 작성 방법

서론은 해당 논문 전체의 지도(map), 내비게이션(navigation), 또는 안내

서(guide book)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런 관점에서 서론 안에는 해당 논문

의 시작과 전개 그리고 마무리에 대한 대략의 종합적인 안내를 다루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독자와 평가자는 논문 전체를 읽기 전에 서론 부분을 읽고 

그 글을 대략적으로 평가한다. 역으로 보면 서론이 체계적으로 구성되

면 전체 논문이나 에세이의 학문적 질이 전반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런 관점에서 학문적 글쓰기의 성패는 서론의 체계적 구성과 연

관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서론은 전체 논문의 종합적인 소개와 안내를 다룬다. 그러므로 서론

은 맨 처음에 작성하지만, 그러나 글쓰기 중간과 그리고 맨 마지막에서

도 수정 작업을 해야만 하는 독특한 학문적 글쓰기 부분이다. 경험 많은 

연구자와 필자일수록 서론은 여러 번 수정 작업을 거친다. 반대로 초보 

연구자는 서론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불필요한 내용으로 가득 채우는 경

우가 종종 있다. 

논문과 에세이의 서론 안에 들어가야 할 공통적인 주요 항목들은 다

음과 같다:

•연구 배경
•연구 질문
•연구 주제 설명과 문헌 비평
•연구 방법론과 연구 범위
•연구 목적과 공헌점

이와 같은 서론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들은 논문과 에세이의 전체 내

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게 도와주는 마치 건물의 주요 재료들과 설계도 

같은 역할을 한다. 그 골격이 정밀하게 세워질 때 건물 전체가 튼튼해지

는 것처럼, 학문적 글쓰기도 서론이 체계적으로 구성되면 전체 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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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세이가 학문성 높게 작성될 가능성이 크다.

서론의 체계적인 구성을 위해 다음의 질문들을 가지고 글쓰기를 하면 

도움이 된다:

•이 서론의 출발점은 연구의 배경을 효과적으로 다루고 있는가?
•  이 서론의 첫 문장과 단락은 신선하고, 시사성이 높으며, 학문적인 가치
를 가지고 구성되고 있는가?

•  이 서론의 연구에 관한 질문들은 전체 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있는가? 

•  이 서론의 연구 질문들에 대한 해답이 전체 논문의 내용과 일치해도 좋겠
는가?

•  이 서론은 연구 주제와 논지를 간략하지만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는가?
•  이 서론은 연구의 주제를 설명하면서 주요 관련 문헌들과 신학자들을 소개 
및 비평하고 있는가?

•  이 서론 안에 본 연구에 관한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가?
•  이 서론 안에서 어떤 관점, 이론, 자료, 학자의 사상, 연구 방식이 본 연구
를 진행하는 핵심 연구 방법인가를 명료하게 소개하고 있는가?

•  이 서론은 연구의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는가?
•  이 서론 안에서 연구의 목적과 기대점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가?

이와 같은 서론의 기본 항목들은 학위 논문의 경우 하나의 장(chapter)

으로 다룬다. 그런 경우 대부분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구체적으로 다룬

다. 반면에 에세이의 경우 지면의 한계를 고려하여 그 기본 항목들을 매

우 함축적으로 간략하게 다룰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서론의 분량은 

전체 논문의 ±10% 안에서 구성한다.

9.2  본론 작성 방법

학문적 글쓰기의 본론은 서론 안에서 제시한 ‘연구의 범위’ 내에서 연

구 주제와 관련된 주요 모든 내용들을 전개하는 지면이다. 중요한 것은 

본론이 앞선 서론에서 제시한 연구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럴 경우 

본론의 내용이 산만해지고, 일관성의 원칙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본문 안에서 논지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그 연구 범위를 넘

는 중요한 내용을 써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 경험 많

은 연구자는 논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계에서 연구 범위를 수정하며 

글을 전개한다. 

본격적으로 본론을 전개할 때 가장 먼저 해당 연구 주제의 선행 연구

들을 다룰 필요가 있다. 선행 연구의 포괄적 소개를 서론 안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본론의 서두에서 주로 한다.

본론 안에서 주요 내용들을 전개할 때 서론에서 제시한 연구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만약 서론 안에서 연구의 방법으로 어느 한 

이론이나 관점을 제시했다면, 그 이론과 관점 중심으로 본론 내 각 장의 

소주제들을 다루어야 일관성의 원칙을 유지할 수 있다.

한편 어떤 특정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하겠다는 연구 방법의 제시가 

있었다면, 그 자료의 집중적인 분석, 비교, 그리고 비평적 논술이 본론 

안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그런 이론, 관점, 자료들 등의 연구 방법을 가

지고 학자들의 진술에 ‘왜 동의하는지,’ 아니면 ‘왜 반대하는지,’ 또는 

‘왜 다르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필자 자신의 학문적 비평을 본론 전체 안

에서 다루어야 한다. 

경험이 부족한 초보 연구자들은 비교와 비평을 논문이나 에세이의 본

론 마지막 부분에서 하는 것으로 오해한다. 물론 본격적인 비교 비평은 

본론 중반 이후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비평적 논술 방식은 

학문적 글쓰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본 구성 요소가 되어야 한다. 

가급적이면 거의 모든 단락 안에서 비평적 요소가 다루어지도록 구성하

면 학문성 높은 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창의성과 독창성을 높이기 위해 서론 안에서 제시한 연구자 자신의 

독특한 관점이나 해석 방법을 본론 안에서 적극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

다. 연구자 자신이 제안한 그 독특한 해석 방법이나 이론을 가지고 다른 

학자의 견해를 재해석하거나, 아니면 선행 연구들을 평가하면 독창적인 

학문적 글쓰기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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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와 필자는 논지를 탄탄하게 전개하기 위해서 중요한 문장들은 

‘직접 인용’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직접 인용은 글의 객

관성을 보증할 뿐만 아니라, 저자의 글을 필자가 인용하거나 비평할 때 

취할 수 있는 매우 유익한 학문적 글쓰기 방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보 연구자 중에 간혹 글쓰기에 대한 부담감으로 

‘직접 인용’을 지나칠 정도로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 

짜깁기 등의 시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부

분의 경우 ‘간접 인용’ 방식으로 본론을 전개하되, 강조하고 싶거나 중요

한 비평과 논점이 되는 경우에는 직접 인용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유

익하다.

본론을 전개할 때 연구 주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다양한 참고 

자료들을 인용하여 논술해야 객관성과 논리성, 그리고 학문성이 보증 

될 수 있다. 학문적 글쓰기 안에서의 참고 자료들은 가급적 권위 있는 

학술 문헌들을 다루는 것이 유익하다. 다양한 1차와 2차 자료들을 상호 

비교하며 연구자 자신의 독창적인 관점이나 해석 방법으로 논술하면 높

은 학문적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최근의 연구 경향은 실천론적인 적용점을 결론 안에서 간략하게 다

루지 않는다. 반면에 오히려 본론의 한 장(Chapter)을 할애하여 해당 연

구 주제의 실천론적 적용을 시도한다. 왜냐하면 학문적 글쓰기의 목적

과 공헌이 우리의 삶의 현장(‘context’ and ‘here and now’)과 긴밀한 연관성

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서 실천론적인 적용을 결론이 아

닌 본론 말미에서 구체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다루면 유익하다.

본론의 체계적 구성을 위해 다음의 질문들을 가지고 글쓰기를 하면 

도움이 된다:

•  이 본론은 서론에서 제시한 연구의 범위 내에서 글쓰기가 진행되고 있는가?
•  연구의 범위를 재조정할 필요는 없는가?
•  이 본론 안에서 선행 연구와 해당 연구 간의 차이성이 무엇인지가 명료하

게 제시되었는가? 
•  이 본론은 서론에서 제시한 연구의 방법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 논술하
고 있는가?

•  이 본론 안에 연구자나 필자의 독창적인 관점과 해석 방법이 처음부터 끝
까지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가?

•  이 본론은 일관성, 논리성, 창의성과 독창성, 비교 비평성, 객관성과 학문
성을 유지하며 논술하고 있는가?

•  이 본론은 다양한 1차와 2차 자료를 인용하며 논술되고 있는가?
•  이 본론은 논문 양식을 올바르게 적용하며 글쓰기를 하고 있는가?
•  이 본론은 실천론적인 적용 부분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중요하게 다루
고 있는가?

•  이 본론은 서론에서 제시한 연구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학문성 높은 수준
에서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이와 같은 기본적인 질문들을 가지고 본론을 전개하면 학문성 높은 

글쓰기가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싶다. 본론의 마무리는 서론 안에서 제

시한 연구 질문에 관한 해답이 그 본론 안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해

결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만약 연구 질문에 대한 해답이 명료하

고 객관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면 해당 부족한 부분을 교정하면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피하게 연구 질문을 수정할 때도 있다.

9.3  결론 작성 방법

학문적 글쓰기의 결론은 글을 마무리하는 단계이다. 결론 안에도 포

함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공통 구성 요소들이 있다. 결론 역시도 지면

의 한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결론도 서론과 마찬가지로 전체 지면의  

±10% 범위 안에서 구성한다. 

결론은 글쓰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앞서 다룬 본론의 주요 내

용에 대한 간략한 요약과 정리를 짜임새 있게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본

론의 내용에 관한 요약이라고 해서 같은 내용을 그대로 중복해서는 안

된다. 요약과 중복을 구분하여 결론을 구성해야 한다. 

요약 역시도 연구자와 필자가 서론에서 선택한 어느 한 독특한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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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해석 방법, 또는 이론 등을 가지고 정리하는 것이 학문성 높은 결론

이다. 일관성의 원칙에서 보면 논문의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한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글쓰기를 하면 수준 높은 글이 될 것이다.

학위 논문의 경우 종합적인 요약을 할 때 본론의 장(chapters)별로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만약 각 장마다 그 안에서 소결론을 다루었다면 결론

에서 반복할 필요는 없다. 에세이의 경우 지면의 한계를 고려하여 간략

하게 종합적인 요약과 정리를 해야 한다. 

결론이기 때문에 새로운 논점을 다루지 않는 것이 좋다. 초보 연구자

가 자주 실수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결론 안에서 새로운 논점을 전개

하는 것이다. 그럴 경우 결론이 글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새로

운 글쓰기를 시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결론을 구성하는 또 다른 기본 요소는 해당 주제에 대한 연구자나 필

자의 종합적인 평가와 비평이다. 앞서 본론 안에서 다룬 비평점과 논점

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재평가를 한다는 점에서 요약과 구별된다.

종합적인 재평가를 할 때 역시 본론의 내용을 그대로 표현하는 중복

성을 피해야 한다. 말 그대로 종합적인 재평가이기 때문에 연구자가 본

론 안에서 다룬 비평과 평가, 또는 해석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

한 정리를 하면 된다.

소수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초보 연구자들 중 자신의 글에 대한 필

자 자신의 평가를 결론 안에서 하는 경우를 가끔 발견한다. 자신의 글의 

어느 부분이 한계가 있고, 어느 부분을 보완해야 해야 한다는 식의 평가

이다. 그것은 평가자의 몫이다. 필자가 자신의 글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

를 스스로 한다면, 어느 독자와 평가자가 그 글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

를 하겠는가?

그러나 결론 안에서 해당 연구에 대한 추후 연구 과제를 소개하는 것

도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다.2 그런 경우는 지면의 한계가 있어 전부 다

룰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해당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보완 

연구가 필요할 때 소개한다. 아니면 지속적인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할 

때도 추후 연구 과제를 소개할 때도 있다.

결론의 체계적인 마무리 구성을 위해 다음의 질문들을 가지고 글쓰기

를 하면 도움이 된다:

•  이 결론은 본론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체계성을 가지고 요약하고 있는가?
•  종합적인 요약을 할 때 서론에서 제시한 연구자의 독특한 연구 방법을 적
용하고 있는가?

•  이 결론 안에서 논지에서 벗어난 새로운 글을 전개하고 있지는 않는가? 
•  이 결론은 앞선 본론의 비평과 논점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해석하고 
있는가?

•  필요한 경우 이 결론은 추후 연구 과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가?
•  이 결론은 종합적인 측면에서의 연구 결과에 대한 기대와 공헌점들을 다
루고 있는가?

결론의 마지막 부분은 그 글을 통해 바라는 연구자나 필자의 기대점

을 제시하면 좋다. 아니면 이 연구가 어느 영역과 방향에서 학문적인 공

헌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적 성격의 글로 결론을 마무리하는 것도 좋

다. 사실 연구자는 그 부분을 처음부터 염두하고 학문적 글쓰기를 시작

했기 때문이다. 

9.4  초록, 목차, 참고 문헌 작성 방법 

9.4.1 초록(Abstract)

에세이(Essay)나 학위 논문(Research Thesis)의 경우 그 전체 핵심 내용을 

간추린 요약본 격인 초록을 요구한다. 초록만을 따로 작성하여 제출하

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 주로 에세이와 학위 논문의 목차 

앞에 초록을 삽입한다. 

2 웨인 부스 외 4인, 학술 논문 작성법, 제4판, 양기석, 신순옥 역 (서울: 휴먼싸이언스, 2017), 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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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은 해당 논문의 요약이기 때문에 주로 300단어 이내로 작성한다. 

학위 논문 초록의 경우도 아무리 많아도 최대 500단어를 넘어서지 말아

야 한다. 논문 내에 초록을 삽입할 때 페이지 번호는 아라비아 숫자(1, 2, 

3…)가 아닌 로마 숫자(i, ii, iii…)로 표기한다.

초록의 내용 안에는 논문의 핵심 논지, 주요 연구 방법론, 연구 범위, 

연구의 주요 목표, 그리고 전체 핵심 내용이 매우 압축된 상태로 들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초록을 통해 독자와 평가자는 그 논문과 에세이

의 핵심 내용을 큰 틀에서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초록의 체계적인 구성을 위해 다음의 질문들을 가지고 논문의 요약을 

작성하면 도움이 된다:

•  이 초록은 작성법 규정과 단어 수에 맞게 구성하고 있는가?
•  이 초록 안에 논지, 연구 방법론, 연구 범위, 논문의 전체 핵심 내용을 압
축 형태로 작성하고 있는가?

초록은 해당 논문과 에세이의 요약본 형태이기 때문에 쉽고 간결한 

문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논문의 주제어(key 

words)들과 주요 전문 용어들이 초록 안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초록에 대한 실제적인 샘플은 ‘부록 IX’ 내의 자료를 참고하라.  

9.4.2 목차(Table of Contents)

에세이와 학위 논문 목차 작성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1장의 

‘1.20 목차’를 참고하라. 

MS Word의 목차 만드는 방법과 자동 업데이트 방법에 대한 기술적 안

내는 아래 각주 내에서 소개하는 Microsoft Office 사이트를 참고하라.3

3 https://support.office.com/kokr/article/%EB%AA%A9%EC%B0%A8-%EC%82%BD%EC%9E%85-
882e8564-0edb-435e-84b5-1d8552ccf0c0.

9.4.3 참고 문헌(Bibliography)

참고 문헌 작성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3장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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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이고 유용한 논문 작성 방법과 이론을 소개하는 것이 먼저 중

요하다. 그러나 그만큼이나 실제적으로 학문적 글쓰기와 관련된 하나

의 좋은 샘플을 소개하는 것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논문 작성법과 연

구 방법론을 다루는 학업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다름 아닌 샘플을 소개해 달라는 요구였기 때문이다. 

제III부 부록 안에서는 주로 논문 등 학문적 글쓰기와 관련된 다양한 

샘플들을 다룰 것이다. 그것은 학업과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

한 노력의 일환이다. 그 다양한 샘플들은 학문적 글쓰기를 해야만 하

는 학생과 초보 연구자에게 실제적인 유용한 도움을 줄 것이다. 그 샘

플은 소논문, 논문 계획서, 서평, 논평 등 대부분 학생들의 실제 저작

품들을 소개할 것이다.

한편 부록 안에 학문적 글쓰기의 평가 기준과 연구 윤리 등도 다룰 

것이다. 그 안에서 어떤 부분이 논문의 중요한 평가 요소인가를 다루

려는 목적 때문이다. 그 결과 그것은 연구자로 하여금 논문의 학문적 

질을 높이는 것에 도움을 줄 것으로 믿는다. 또한 연구 윤리는 학생들

과 연구자들을 건강하고 올바른 연구로 안내하기 위해 부록 안에서 중

요하게 다룰 것이다.

제 III 부: 부록

  Appendix

부록 I : 소논문 샘플

(Essay Sample)

초록

(Abstract)

이민 신학과 기독론은 매우 긴밀한 신학적 연관성을 가진다. 한마디

로 이민 신학의 그 중심 속에 있는 기독론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기독론

을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두 개의 기본적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

것은 전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한 교리로서의 ‘그리스도의 

위격론’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에 관한 교리인 ‘그리스도의 사

역론’이다.

존 칼빈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중재적 임재가 

이루어졌다고 강조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다음 세 가지의 예언자, 제사장, 

왕이라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으로 요약될 수 있다. 본 에세이는 그 그리

스도의 성육신과 삼중직을 이민 신학의 완벽한 모델로서 제시한다.

예언자로서 그리스도는 다가오는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전령이자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지혜와 권위를 부여받은 자

이다. 그의 예언자적 직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

도록 권면한다.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에 대한 보상으로 

자신을 드린다. 그 결과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완전한 사랑과 

순종의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은총 속으로 회복시키신다.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는 세상적이 아닌 하늘의, 물질적인 것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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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적인 왕권을 가지고 악의 세력이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를 다

스리며,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의 다스림이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을 약

속하신다. 이 모든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역할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구

약의 중재적 사역들을 이루신다.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

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하시는 영원한 중재자가 

되시는 것이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이민 신학에 적용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

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다문화 사역자로서 이민 사회와 온 열방과 민

족에게 성육신적인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통

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중재자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

지를 근거로 해서 이민 신학 그 완벽한 모델로서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삼중직을 본 에세이는 심도 있게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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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신학 그 중심 속에 있는 기독론

익명의 학생

1 들어가는 말

웨인 그루뎀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다음의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을 존재하도록 주관하시고 

유지시키신다. 한편 하나님은 그 모든 창조물의 활동의 근원이 되시고 

또 그렇게 활동하도록 통치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목적과 뜻을 

이루도록 친히 인도하심으로 모든 창조물들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

계하신다.1

섭리(Providence)라는 정확한 단어가 성경에는 없지만, 의미상 하나님

의 창조물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요약하거나 지칭하는 데에 자주 사용된 

단어임에는 틀림이 없다. 한 예로 다음의 역대상 29장 11-12절의 다윗

의 기도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
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
는 만물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
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탤릭체는 본 필자의 강조임)

1 웨인 그루뎀, 조직신학, 상권, 서론·신론, 노진준 역 (서울: 은성출판사, 1992), 465.

하나님을 전능하신 창조주요 모든 만물의 주관자로 이해한다면(느 

9:6, 욥 1:20-21, 시 104:29, 렘 32:27, 벧후 3:7), 하나님께서 우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며 주관하신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

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해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주관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말, 걸음, 움직임, 마음, 능력 등에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2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민에 적용한

다면, 조국을 떠나 머나먼 이국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거주하게 하신 그 

근원에는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놀라운 섭리가 있는 것이다. 아브라함

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당신의 약속의 땅으로 이방인과 나그네

처럼 부르신 그 근원 이면에는 그를 통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 등이 있

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정든 고향과 우리의 친근한 삶의 터전을 떠

난 아브라함처럼 낯선 이방인의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민 이야기 그 근원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

는 것이다.

물론 우리의 이민 이야기 그 중심에는 보다 나은 삶의 질적 추구라는 

우리의 일차적인 선택이 자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

리 인간 중심적인 선택인 이민 이야기 근원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언제

나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보이지 않고 뒤에서 역사를 주관하시

는 최초의 원인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한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의 이

민 선택과 동기와 행동의 실체를 부인한다는 말이 아니다. 다만 우리의 

의지 그리고 중요한 선택 등과,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항상 조화

를 이루며 역사가 진행된다는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발생한 모든 역사

의 원인이 되시기도 하지만, 한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지적이고 책

2 Ibid., 473-4.



186  새롭고 효과적인 학술 논문 작성과 연구 방법 제Ⅲ부: 부록(Appendix)  187

임 있는 선택, 즉 참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그 올바른 선

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유지하고 실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역사

하신다는 것이다.3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우리는 이민의 동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

방인으로서 이방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하는 그 근본적인 인생의 

의미를 우리의 이민 동기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서 찾아야 하는 

게 아닌가? 과연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이민 신학 재정립을 위해 

기독론 중 성육신론과 그리스도의 삼중직론이 신학적 대안이 될 수 있

는가?

본 논문에서는 그러한 연구 질문들을 가지고 조직 신학 중 이민 신학 

영역 안에서 칼빈의 기독론 중심적 신학이라는 연구 방법론을 가지고 

논문을 진행하려고 한다. 칼빈의 기독론 중심적 신학을 다룰 때 그의 1차 

자료인 기독교 강요를 중심으로 연구할 뿐만 아니라, 관련된 다양한 권

위 있는 2차 자료들을 참고할 것이다. 

본 논문의 구체적인 범위는 위에서 언급한 연구 질문과 연구 방법론을 

중심으로 제2장에서 ‘이민 신학의 신학적 과제’를 다룰 것이다. 제3장에

서는 ‘이민 신학의 그 중심 속에 있는 기독론’을 살펴보고, 제4장에서는 

이민 신학의 그 완벽한 모델로서 “성육신”과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다

루고자 한다. 그 결과 이민 신학 그 완벽한 모델로서 기독론 중 성육신

론과 그리스도의 삼중직론이 새롭게 재조명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2 이민 신학의 신학적 과제

결코 쉽지 않은 힘든 이민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3 Ibid., 474.

은 늘 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어야만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신앙의 질문

을 던지곤 한다. 이는 지치고 힘든 이민 생활의 한탄에서 오는 질문이기

도 하지만, 그보다 일차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질문일 것이다. 앞

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 신앙의 그 근원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 인

생의 주관자요 인도자가 되신다는 믿음과 고백이 자리하고 있다. 그렇

다면 우리의 이민 그 중심과 근원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한 

것인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머나먼 이방인의 땅으로 우리의 삶의 뿌리

를 옮겨 살아가게 하시는 것일까? 

이상현 교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이 이 해답을 그리스도에게

서 찾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광야에

서 시험을 받으시고 머리 둘 곳도 없이 온 유대 땅을 나그네처럼 돌아다

니며 복음을 전파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고통까지 자신의 생애에 

맡겨진 사명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믿고 받아들

인 것처럼, 우리도 이방 땅에서의 험난한 나그네 길을 하나님께서 특별

한 사명과 함께 주신 것이라 믿고 받아들이며, 우리의 조국이나 미국보

다도 더 완전한 하나님이 이룩하시는 그의 왕국을 바라보는 순례자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다.4 마치 성서 속의 아브라함, 요셉, 예

레미야, 다니엘, 에스더 등 모든 이방인의 객이 되어 이방 땅에서 살아

갔던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신들을 그곳으로 옮기고 

불러 주심을 믿은 것처럼 말이다.5 이상현 교수는 이민자의 이러한 형편

과 사실을 4가지 형태로 다음과 같이 답하고 있다:

첫째로, 우리의 변두리적 경계선상의 형편을 순례자의 길로 하나님께서 우
리를 불러 주신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우리의 근본적 주체성은 우리는 하
나님의 백성 즉 참된 고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데 있다. 셋째로, 우리
의 한국인으로서의 뿌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며 기뻐하여야 할 

4 이상현, “순례자의 신앙,” 웨슬리 신학교 이민 신학 교재, 웨슬리 신학교 편 (시드니: 웨슬리한국어신

학부, 2004), 63.
5 Ibid.,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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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이라는 땅으로 불림을 받은 우리는 이곳에 순례자
로 정착할 책임이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서로 용납하고 사는 좀더 하나님
의 뜻에 맞는 나라를 이 땅에 이룩하는 데 공헌할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
다.6 (이탤릭체는 본 필자의 강조임)

이상현 교수의 이러한 논의와 주장들은 약간은 소극적인 측면인 철저

히 소수 이민자라는 중심적인 사고에 국한된 전개 방식으로, 보다 근원

적인 한 가지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섭리를 놓치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낳게 한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국경이 점점 무너지

고 다문화가 공존하는 글로벌 시대가 되어 가고 있다. 이것은 현재 지구

촌 곳곳이 다양한 인종과 언어 그리고 문화가 같이 공존하는 다문화 형

태로 급속히 변해 가고 있다는 말일 것이다. 이러한 현시대적 상황 안의 

적극적인 측면에서 이민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믿는 당

신의 자녀들을 문화와 언어가 다른 타국에서 이방인의 삶을 살게 하신 

뜻을 다문화 사역자로 세우시기 위함이라 생각한다. 

셔우드 링엔펠터가 언급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

을 완성하기 위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의 신분을 버리시고 철저히 유대

인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 모두의 구원자로 당시 문화에 

오심을 보여 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이민자 역시 다문

화 사역 현장에 갓난아이로 뛰어들어 그들의 문화권에 기꺼이 들어가는 

성육신적인 다문화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다.7

우리는 이제까지 가시적인 이민 사회적 현상만을 보고 이민자의 삶과 

신앙 그리고 신학을 ‘변두리에 있는 나그네 모델’, ‘순례자의 모델’ 측면

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성스러운 순례자의 길”로서의 이민 신학

의 당위성과 궁극적 목적을 주장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8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측면을 강조한 시각으로 이민사를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6 Ibid.
7 셔우드 링엔펠터, 마빈 메이어스, 문화적 갈등과 사역, 왕태종 역 (서울: 죠이선교회, 2004), 22.
8 이상현, “순례자의 신앙,” 76.

이민자의 특수성과 사회적 현상 측면뿐만 아니라, 이민이 실제로 처해 

있는 주류 사회(미국, 호주 등)와의 연관 속에서 이민 교회의 사회적 사명

과 더 나아가 다문화 속에 있는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발

견해야만 할 것이다.9 한인 이민자와 호주인(또는 주류 사회), 기존의 이민

자와 이제 막 도착한 새로운 이민자, 한인 이민자와 타국 이민자 그리고 

세계를 향해 하나님께서 과연 당신의 복음 전파와 그 위대한 사랑을 전

하시기 위해 머나먼 지금의 이국 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다문화 사

역자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이젠 이민 신학에서 강조해야 할 필요성

이 있는 것이다.

한편 이민 신학이 단지 해방 신학이나 민중 신학에서처럼 실천 신학

의 한 방향으로 구체적인 이민 사회의 불평등 측면을 강조하거나, 구스

타보 구티에레즈의 견해처럼 신학을 인간의 기본적인 원리 측면에 대하

여 비판적으로 반성만 한다면,10 우리는 이민 신학 안에 있는 크고 놀라

운 하나님의 비밀을 놓치고 말 것이다. 이민 신학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

운 섭리론이 있고 기독론이 있으며 삼위일체론과 교회론 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신학들을 하나님은 이민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 

두시어 그 당사자인 우리로 하여금 발견케 하여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열정을 바라보고 다문화 사역자로 초청하시는 것이다. 

이것의 발견이 이민 신학의 신학적 과제의 요청에 대한 응답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이민 신학 그 안에 있는 신학적 모델 중 기독론을 살펴보

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이민자들에게 보여 주고자 하시며 

한편으로는 요구하시는 삶의 모델들을 전개해 보고자 한다.

9 신현정, “이민 교회의 사회적 사명,” 웨슬리 신학교 이민 신학 교재, 웨슬리 신학교 편 (시드니: 웨슬리

한국어신학부, 2004), 208.
10 알리스터 맥그래스, 신학의 역사, 소기천 외 3인 역 (서울: 지와 사랑, 2001), 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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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민 신학의 그 중심 속에 있는 기독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요 1:14)라고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성육신(하

나님 자신이 육신이 되어 인간 가운데 거하심)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근본 교

리로 이해한다고11 말하면서도, 이것을 하나님 은총의 교리적 측면에 너

무 강조한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근본 성육신 정신의 진정한 실천

적 측면을 많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

는 것의 의미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거하실 계획을 하시고 선

택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오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오셔서 어떤 사역

(그리스도의 삼중직 측면에서)을 하셨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은, 곧 우리

를 조국으로부터 떠나 머나먼 이국의 사람들과 다문화 사회에게로 오게 

하신 하나님 섭리에 대한 이민 신학의 근원적 출발점과 방향, 그리고 목

적에 대한 정확한 모델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 것이다.

3.1 이민 신학의 그 완벽한 모델로서의 성육신

존 칼빈의 기독론12을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개의 기본적인 단계로 이

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전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한 교리로서의 그리스도론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에 

관한 교리인 구원론으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이다.13 성서에 보면 예수

께서 성육신하셨다는 직접적인 표현(요 1:14,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과 예수

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강조(빌 2:6-7; 갈 4:4,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

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11 링엔펠터, 메이어스, 문화적 갈등과 사역, 14.
12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서울: 기독성문출판사, 1993), 2.
13 다니엘 L. 밀리오리, 기독교 조직신학 개론, 장경철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208.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

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과정을 

명확하게 증거해 주고 있다.14

앞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의 모든 인류를 위한 섭리가 예수 그리스도

의 성육신으로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이민의 삶과 신학에 그

대로 적용하면, 이 다문화 사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우리를 

지금의 먼 이국 땅으로 불러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성육신의 교리가 이

민 신학의 완벽한 모델이요, 하나님의 이민사를 향한 궁극적 계획과 섭

리와 뜻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포기하신 것은 결코 작은 일들이 

아니었다. 그분은 모든 천사들의 찬미는 물론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과

의 직접적인 만남과 교제가 있는 “하나님과의 동등됨”의 위격에서부터, 

그 모든 특권이라고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거하는 인

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것은 의미심장한 사건이

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가장 좋은 형편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종의 모습을 취하셨고,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도시 

베들레헴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으며, 충격적이라 할 수 있는 형

편없는 말구유에 태어나자마자 누우셨다는 사실이다. 이는 이민 역사의 

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따라 이

민의 삶을 살아가려는 우리에게 귀중한 의미와 귀감을 부여하고 있다.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열악한 환경이나, 이상현 박사가 

지적한 것처럼 변두리성이라는 광야에서 당하는 시험과 같은 어려움과 

고난의 현장인 이민자의 삶15과 현 호주 한인 이민 사회가 겪고 있는 열

악한 모습들이 일치하거나 매우 비슷하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 그

14 밀라드 J. 에릭슨, 조직신학 개론, 나용화, 황규일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1), 402.
15 이상현, “순례자의 신앙,”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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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도의 성육신, 피난 시절 겪었을 문화적 충격 그리고 낯선 삶의 현장

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인과 변두리 인간으로 사신 것을(마 8:20) 본받

아, 우리 이민 교회가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와 궁극적인 고향을 향해 나

그네의 삶으로서 순례자처럼 살아야 한다는 이상현 박사의 이민 신학16

에 나 또한 동의한다. 하지만 나는 이상현 박사가 주장했던 이민 신학의 

소극적 측면을 벗어나서 적극적 측면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

신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편이었듯이, 우리의 이민의 삶이 하나님

의 현시대를 향한 놀라운 계획의 섭리인 다문화 사역자로 새롭게 거듭 

태어날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이는 이민자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끝에 그것을 주변성(marginality) 중

심으로 정의하기로 결론17을 내린 허원무 박사의 지론과도 역시 달리한

다. 그것은 이민자의 정체성을 보다 적극적인 하나님의 섭리적 측면에

서 바라보아 우리를 다문화 현장과 세계를 향해 다문화 사역자로 부르

셨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이론이 셔우드 링엔펠터에 의해서 두 가지로 제기되었

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의 중요한 사실 중 첫 번

째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실 때에 완전히 성숙한 어른으로 오신 것

이 아니고, 전문가로, 통치자로, 왕족이나 우월한 문화권에 태어난 것

도 아닌 정복당한 속국의 어느 천한 가정의 아이로 태어났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학습자로 오셨다는 것이다. 그분은 철

저히 언어나 문화에 대한 지식을 갖고 태어나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

님의 아들이신 당신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 30여 년 동안 자신이 창조한 

사람들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생활 방식을 습득하였다는 것이다. 따라

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100퍼센트, 완전한 인간으로

16 Ibid., 69-73.
17 허원무, “Toward a New Community and Identity,” 웨슬리 신학교 이민 신학 교재, 웨슬리 신학교 

편 (시드니: 웨슬리한국어신학부, 2004), 21.

서 100퍼센트이신 200퍼센트의 사람이라는 것이다.18 그러나 우리는 

결코 다른 문화에 100퍼센트 내부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150퍼센트(75

퍼센트 내부인, 75퍼센트 외부인)의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의 본

을 따라 기꺼이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World Christian)이 되라고 강조하

고 있다.19

그러나 나는 여기에 머물지 말고 한걸음 더 나아가 이민의 삶과 이민 

신학의 출발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거룩

한 세계를 향한 문화 사역자로서의 부르심에 있다고 보고, 인간 문화에 

철저히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완벽한 모델로 삼기를 바라는 것

이다. 문화적 충돌과 이해관계에서 상처로 얼룩진 한인 이민 교회와 사

회, 그리고 다문화의 새로운 물결에는 전혀 올바른 대처를 하지 못하는 

기존 주류 세력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필요한 세계 모든 민족

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와 같이 이방인이 되게 하여 그분이 구원 사역을 이룬 것처럼 우리를 새

로운 다문화 시대의 다문화 사역자로 부르기 위해 우리를 이민의 현장

으로 부른 것이고, 이것의 완벽한 모델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육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은 무엇인가? 예

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민의 현장에서 성육하라고 성육신의 모델을 주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일까? 이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그리스도의 삼중직에서 그 완벽한 모델을 

찾아보기로 하겠다.

18 링엔펠터, 메이어스, 문화적 갈등과 사역, 14-15.
19 Ibid.,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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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이민 신학의 그 완벽한 모델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칼빈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중재적 임재가 이루어졌다고 강조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

다.20 그리스도의 사역은 다음 세 가지의 예언자, 제사장, 왕이라는 그

리스도의 삼중직으로 요약될 수 있다.21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사역을 

통해 구약성서의 세 가지 위대한 직무들을 감당했으며, 이것들은 예수

의 가르침과 그의 희생적 죽음과 그의 왕적 통치 모두를 포함한다.22

예언자로서 그리스도는 다가오는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하나님

의 은총에 대한 전령이자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지혜와 권위를 부여받은 

자이며, 그의 예언자적 직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권면한다.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에 대한 보상으

로 자신을 드림으로써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완전한 사랑과 순종의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은총 속으로 회복시키신다.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는 세상적이 아닌 하늘의, 물질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왕권을 가지고 악의 세력이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를 다

스리며,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의 다스림이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을 약

속하신다. 이 모든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역할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구

약의 중재적 사역들을 이루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하시는 영원한 중재자가 

되시는 것이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이민 신학에 적용하면, 우

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다문화 사역자로서 이민 사회와 

세계 사회에 성육신적인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삼중직을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중재자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20 칼빈, 기독교 강요, 2:290-3.
21 밀리오리, 기독교 조직신학 개론, 227.
22 알리스터 맥그래스, 역사 속의 신학, 김홍기 외 3인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456.

논지를 근거로 해서 이민 신학 그 완벽한 모델로서 그리스도의 삼중직

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4 이민 신학의 신학적 모델

4.1 이민 신학 그 완벽한 모델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

구약의 선지자들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고, 

모세 또한 신명기 18장 15-18절을 통해 자신과 같은 또 다른 선지자가 

나타날 것임을 예언한 적이 있었다.23 예수님도 자신 정체성을 분명히 

이해하셨는데, 이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 자신의 사역을 배척하자 “선

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마 

13:57)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24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는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도 위대했는데, 그것의 증거는 먼저 예수 그

리스도는 모든 예언의 대상이셨기 때문이다(눅 24:27).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구약의 선지

자들처럼 계시나 예언을 전달받은 사람이 아니었고, 예수님 자신이 하

나님께로부터 온 계시의 근원이시기 때문에(요 1:1) 모든 구약의 선지자

들보다 위대하신 분이셨다.25 이러한 예수님의 선지자적 사역은 계속해

서 교회를 통해서 계승되었는데(마 28:20; 행 1:8)26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계속해서 당신의 사람들과 동행할 것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 

약속에 근거하면 이민사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문화 사

23 웨인 그루뎀, 조직신학, 중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하여·구원의 적용에 대하여, 노진준 역 

(서울: 은성출판사, 1992), 2:188.
24 에릭슨, 조직신학 개론, 408.
25 그루뎀, 조직신학, 189-90.
26 에릭슨, 조직신학 개론,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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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로 거룩한 부름을 받았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오늘날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민 사회와 세계를 향해 선포해야 

함이 마땅한 것이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따라 살고 사역하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부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말할 것이다. 이러한 공

동체는 상황에 따라(최근에는 더욱 이런 다문화 현상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이

민 사회라는 다문화 형태로 다사상, 다언어, 다종교와 신학, 다문화의 

배경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로 형성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27 

현재 한인 이민 교회(호주, 미국 포함)가 바로 이러한 다문화적 배경을 가

지고 있는데, 오늘날 하나님은 이런 다문화 속에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 이 해답의 열쇠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직

무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시 공생애 사역 현장에서 유대인, 이방인, 죄인, 

율법사, 부정한 자, 부자 등 가리지 않고 당시의 유대 관습을 버리고 하

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를 다문화 사역의 

선지자로 불러 소외 받는 이민자뿐 아니라(한인, 타국 이민자, 원주민 포함) 

백인 사회 더 나아가 세계를 향해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말씀을 선포

하라고 요구하시며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우리 단일 민족

과 단일 문화에 국한된 삶을 살아가는 자라면 그것에 대한 또 다른 하나

님의 사명이 있겠지만, 머나먼 이국땅 이 다문화 사역의 현장으로 부르

신 것은 분명한 이런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라 확신한다. 이민 신학 그 완벽한 모델 그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선

지자적 사명에 있고, 그 사명을 오늘날 이민 교회가 잘 감당할 때 하나

님은 당신의 계획의 성취를 인하여 영광 받으실 것이다.

27 이상현, “순례자의 신앙,” 84.

4.2 이민 신학 그 완벽한 모델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제사장을 임명

하셨는데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하

나님의 존전에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는데(히 4:14), 세 가지 측면에서 제

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예수 그리

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한 완전한 제물이 되셨다(히 7:26). 이는 히브리서

가 거듭 강조하는 대로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는 완전하고 최종적인 

제사였다(히 7:27, 9:12, 10:1-2, 13:12 등).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의 제사장들이 예시했던 모든 기대들을 이루셨는데 그는 완전한 제물이

면서 동시에 위대한 대제사장이셨다.28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

가게 해 주신다(히 6:19-20).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

으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지성소의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은(눅 23:45)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사건이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신다. 구약에 나타나 있는 제사장의 기능 중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을 위해 중보 기도 하는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임무를 지금도 

우리를 위해 계속하고 계신다(히 7:26, 롬 8:34, 딤전 2:5).29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를 주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그분의 간구는 다 

응답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28 칼빈, 기독교 강요, 2.
29 그루뎀, 조직신학,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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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는 답답하고 험난한 이민 생활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에게 커다란 

위안과 희망에 대한 믿음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다문화 사

역자로 하나님께 거룩한 부름 받은 자로서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를 

본받아 이민 사회가 처한 다문화의 긴장과 갈등이 팽배한 환경과 세계

를 향해 화해의 영적 제사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한인 이민 교회와 이민 사회의 현실이 과거 상처와 고통의 그림자로 

얼룩지었고, 현재까지도 주류 사회와의 보이지 않는 인종적 언어적 갈

등이 계속되고 있음은 누구나가 인정하는 일반적인 사실이다. 특히 현

재 우리가 머물고 있는 호주는 원주민들의 과거 상처가 완전히 해결되

지 않은 채 백인들과의 잦은 충돌을 빚어왔다(최근의 레드펀 사건이 이 사실

을 증명해 준다). 과거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

복을 위해 이 땅에 오셨듯이30, 이런 다문화적 사회에서 발생되는 모든 

갈등과 문제의 그 중심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화해의 제사장인 다문

화 사역자로 부르셨다고 생각한다.

이 시점에서 나는 다시 거듭해서 확인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화해의 

중보자인 제사장으로서 모든 죄인과 이방인 그리고 부정한 자를 찾아가

신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를 다문화 속으로 끌어들여 영적 제사

장이 되어 갈등과 문제가 있는 이 이민 사회에서 화해의 전령자가 되라

는 것이다. 이민 신학 그 완벽한 모델 그것은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

도의 제사장직에 있으며, 그리고 그 사명은 오늘날 상처와 고난의 현장

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허락하신 것이라 믿는다. 그러

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민의 사역 현장에서 영적 제사

장이 되어(벧전 2:5, 9)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의 

성취를 인하여 크신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30 에릭슨, 조직신학 개론, 410. 

4.3 이민 신학 그 완벽한 모델 왕으로서의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복음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요 온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묘사하고 있다(마 19:28, 13:41).31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 성부 하나

님은 그에게 온 교회와 우주를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엡 1:20-21, 마 28:18, 

고전 15:25, 빌 2:9-11).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

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

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교회에도 나타난다(요 1:18)는 것도 의미하는 것이다.32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임무는 다문화 속에 숨어 역사하는 사

탄의 세력들과 맞서서 살아가는 우리 이민자들에게 엄청난 힘이 되어 

줄 수 있다. 이것을 이민 신학에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세력

을 꺾고 당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

듯이, 오늘날 다문화 사역자로 하나님께 거룩한 부름을 받은 우리 역시 

사탄의 세력 안에서 범죄와 약물 중독과 타락한 성문화가 가득한 이 다

문화 현장으로 영적 왕의 대리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확신한다.

특히 호주는 게이 올림픽(Gay Olympic)이 열리고 타락한 성문화와 범

죄, 청소년들의 약물 중독과 가정의 파괴 등이 심각한 수준이다. 통계에 

의하면 호주 1인당 알코올 소비율은 세계 3위, 호주인 27%가 마약을 경

험하였고 약물 의존도도 세계 최고인 것으로 드러났다.33

이러한 이면에는 보이지 않은 사탄의 세력이 있어 문화를 통해 역사 

하는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

31 그루뎀, 조직신학, 190-4.
32 칼빈, 기독교 강요, 2.
33 브루스 리치필드, 넬리 리치필드, 기독교 상담과 가족치료, Vol. 4(서울: 도서출판 예수전도단, 

200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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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할 백성들이 문화적 갈등과 차이, 오염된 문화

의 영향 속에서 병들어 죽어 가는 사탄의 노예가 되어 가고 있다. 이러

한 시점에서 왜 하나님은 우리를 먼 이방 땅으로 옮기시어 다문화 사역

자로 부르셨는가? 여기에는 모든 민족과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믿음의 우리 이민자들로 하여금 다문화의 충격 속에서 방황

하고 사탄 세력의 종 노릇 하는 모든 당신의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 예

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죄와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모든 인류를 구원하

였듯이 우리를 영적인 왕으로 부르신 것이다. 이것이 이민 신학 그 완벽

한 모델인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 시

대에 이민사와 다문화와 세계를 향해 영적 왕으로 부르신 것이다.

5 나가는 말

나는 이민 신학의 신학적 과제를 다루면서 허원무 박사나 이상현 박

사처럼 사회학에 접목된 낯선 이방 땅에서의 나그네와 순례자의 신학

을 비판하고 싶지 않다.34 다만 이들의 논지와 신학적 접근들이 소수 이

민자라는 사회학적 현상과 사고 속에서 유출하여 전개한 소극적인 신

학이라고 말하고 싶을 뿐이다. 한 단계 더 깊이 하나님의 측면으로 들

어가 다문화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그에 따른 우리의 부르심

으로 적극적으로 이해한다면 내가 주장하는 ‘이민 신학 그 중심 속에 있

는 기독론’ 이론이 얼마나 정당한 접근 방법인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

다. 하나님 자신이 성육신으로 유대 문화로 오신 것같이 우리를 다문화

와 이민 사회로 성육신할 사명을 주셨고 그분이 친히 그 모델이 되어 주

34 이분들의 신학적 접근 방법을 오히려 존경하는 바이다.

셨다. 

한편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기능으로 

당신의 사역을 완성하였듯이, 다문화 사역자로 이민 사회와 세계를 향

하여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로 영적 선지자와 제사장 그리고 왕이 되라

고 “그리스도의 삼중직” 사명을 부여하셨다. 이민 신학 그 완벽한 모델

을 만일 찾으려 한다면 단연코 본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

하여 보여 주신 이 모델들을 추천하고 싶다. 이것이 오늘날 이민 사회와 

다문화 그리고 모든 족속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의 

성취를 위해 우리를 이민자인 다문화 사역자로 부르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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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I : 소논문 프로포절 및 PhD 연구 시간표 샘플

(Essay Proposal and PhD Research Schedule Sample)

소논문 프로포절

(Essay Proposal Sample)

I  논문 제목(Essay Topic)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 중심의 칼빈 신학 비평 연구

II  논지 및 주제어

II.1 논지(Thesis Statement)

일부 개혁 신학 안에서 간과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 

사상이 칼빈의 전체 신학 중 특히 기독교 강요 안에서 하나의 핵심 사상

과 같은 매우 중대한 신학적 역할을 하고 있다.

II.2 주제어(Key Words)

칼빈 신학, 개혁 신학, 칼빈주의 신학,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 

사상,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 기독교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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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논문의 제안(Proposal)

III.1 연구 배경(Research Background)

본 연구(논문)의 출발점은 일부 개혁 신학 내(內) 칼빈의 “삼위일체 하

나님과의 연합” 사상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론적 부재’라는 하나의 신학

적 한계로부터이다. 이러한 그 사상의 매우 중대한 신학적 역할에 대한 

인식의 결여는 아직까지도 개혁 신학 일부 내에서 여전히 현재 진행형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 사상의 그 진

정한 가치가 마치 예수님의 한 비유인 “밭에 감추인 보화”(마 13:44)처럼 

지금까지도 여전히 개혁 신학 일부 내에서 매우 깊숙이 숨겨져 있는 것 

같다. 

III.2 연구 질문(Research Questions)

본 에세이는 주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 사상이 칼빈 신학 

안에서 하나의 핵심 사상 같은 중대한 신학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진술

은 논증 가능한 것인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이 칼빈의 신학 내

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 그의 핵심 사상이라면, 왜 그 중요성이 

일부 개혁 신학과 칼빈주의 신학 안에서는 인식론적 부재 현상을 지속

적으로 보이고 있는가? 칼빈 신학 안에서 하나의 중대한 신학적 역할을 

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 사상을 재발견하고 재평가하는 

본 연구가 오늘날 우리 교회에 무슨 신학적 의미를 부여하는가? 이러한 

연구 질문들을 가지고 본 에세이는 칼빈의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 

사상의 신학적 중요성과 그 신학적 본래의 위치를 회복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III.3   연구 주제 설명(Essay Topic Expression)과 문헌 비평(Literature Review)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구조와 내용을 주의 깊게 분석하다 보면 “삼위

일체 하나님과의 연합” 사상이 그의 신학 안에서 하나의 핵심 사상 같

은 중대한 신학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사상은 칼빈 신학

의 구조와 내용뿐만 아니라 그것의 빈도수, 반복성, 다양한 비유적 표현

들, 강조성, 그리고 다양한 교리들과의 긴밀한 신학적 상관성을 가지고

서 그의 신학 안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런 신학적 분석과 해석 작업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 사상이 칼빈 신학 안에서 ‘하나의 신

학 방법론’처럼 다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본 소논문(Essay)의 주요 관심

사이다. 

이제까지 기독교 강요 내에 존재하는 신학적 구조에 대하여 조심스러

운 논의들이 있어 왔다.1 에드워드 A. 다우위(Edward A. Dowey)는 칼빈

의 신학 안에 “하나님의 이중 지식(duplex cognition domini)”이라는 이중적 

구조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2 그에 따르면 기독교 강요의 구조적 배

1 기독교 강요 안에 신학적 구조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한 언급에 관해서는 다음의 책들을 참고하

라: Herman J. Selderhuis, “The Institutes,” in The Calvin Handbook, ed. Herman J. Selderhuis, trans. 
Judith J. Guder, Henry J. Baron, Randi H. Lundell, and Gerrit W. Sheeres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9), 204-5; K. Scott Oliphint, “A Primal and Simple 
Knowledge (1.1-5),” in Theological Guide To Calvin’s Institutes: Essays and Analysis, ed. David W. Hall 
and Peter A. Lillback (Phillipsburg, New Jersey: P&R Publishing, 2008), 17-21; William Edgar, 
“Ethics: The Christian Life and Good Works According to Calvin: Institutes 3.6-10, 17-19,” in 
Theological Guide to Calvin’s Institutes: Essays and Analysis, ed. David W. Hall and Peter A. Lillback 
(Phillipsburg, New Jersey: P&R Publishing,2008), 320; Philip Graham Ryken, “The Believer’s Union 
with Christ,” in John Calvin: A Heart for Devotion Doctrine & Doxology, ed. Burk Parsons (Lake Mary, 
FL: Reformation Trust Publishing, 2008), 192; Brian G. Armstrong, “Duplex conitio Dei, Or? The 
Problem and Relation of Structure, Form, and Purpose in Calvin’s Theology,” in Probing the Reformed 
Tradition: Historical Studies in Honor of Edward A. Dowey, Jr., ed. Elsie Anne McKee and Brian G. 
Armstrong (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89), 135-53; James Torrance, 
“Interpreting the Word by the Light of Christ or the Light of Nature? Calvin, Calvinism, and Barth,” 
in Calviniana: Ideas and Influence of Jean Calvin, Vol. 5, Sixteenth Century Essays & studies, ed. Robert 
V. Schnucker (Kirksville, Missouri: Sixteenth Century Journal Publishers, Inc., 1988), 256; J. Todd 
Billings, Calvin, Participation, and the Gift: The Activity of Believers in Union with Chris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102; I. John Hesselink, “Calvin’s Theology,” in John Calvin, ed. Donald K. 
Mcki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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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가 표면상으로는 사도신경의 네 파트(the four parts)의 순서, 즉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교회와 성례들을 따른 것

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그 네 파트는 “하나님의 이중 지식”

인 “창조주로서의 계시”와 “구속주로서의 계시”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다. 한편 T. H. L. 파커(T. H. L. Parker)는 다우위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기독교 강요의 구조적 배치가 사도신경의 삼위체적 구조와 매우 흡사함

을 인정한다. 특히 그는 칼빈의 신학이 처음부터 철저히 삼위일체 하나

님 형식(the Trinitarian form)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3 그리고 그 

형식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성화자 하나님의 지식” 순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4

다른 한편 뮬러는 파커의 구분법에 따라 기독교 강요의 구조가 로마

서의 구조적 형식을 취하고 있는 멜랑히톤(Melanchthon)의 신학 통론(Loci 

Communes), 사도신경의 순서, 그리고 로마서를 포함한 바울 신학의 형

식 등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한다.5 코넬리스 P. 베네마

(Cornelis P. Venema)는 기독교 강요에 요약된 칼빈 신학의 전체 구조(the 

entire structure)의 존재를 인정하며, 그 구조가 다름 아닌 삼위일체 하나

님에 근거(the Trinitarian basis)한 “하나님의 이중 은혜”(Twofold Grace of 

God) 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6 칼

2 Edward A. Dowey, Jr., The Knowledge of God in Calvin’s Theology (New York: Columbia 
Unibersity Press, 1952), 41-9; idem, “The Structure of Calvin’s Thought as Influenced by the Twofold 
Knowledge of God,” in Calvinus Ecclesiae Genevensis Custos, ed. Wilhelm H. Neuser (Bern: Peter 
Lang, 1984), 137-46.

3 T. H. L. Parker, Calvin: An Introduction to His Thought (London: Geoffrey Chapman, 1995), 
4-10.

4 T. H. L. Parker, Calvin’s Doctrine of the Knowledge of God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1959).

5 Muller, The Unaccommodated Calvin.
6 Cornelis P. Venema, “Calvin’s Doctrine of the Last Things: The Resurrecti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3.25 et al.),” in Theological Guide To Calvin’s Institutes: Essays and Analysis, ed. 
David W. Hall and Peter A. Lillback (Phillipsburg, New Jersey: P&R Publishing, 2008), 443-5; idem, 

Accepted and Renewed in Christ: The “Twofold Grace of God” and the Interpretation of Calvin’s Theology

빈의 기독교 강요의 구조가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와 긴밀한 연관성

이 있음을 분석하여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신학자는 찰스 파르티

(Charles Partee)이다.7

III.4   연구 방법론(Research Methodology)과 연구 범위(Research Delimitation)

본 소논문(essay)은 칼빈의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을 조직 신학적

인 영역 안에서 다룰 것이다. 특히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을 구원

론에 종속된 단순한 하나의 교리가 아닌, 하나의 핵심 사상과 신학 방법

론처럼 다룰 것이다. 참고 자료에 있어서는 칼빈의 1차 자료인 기독교 

강요 전 4권을 집중적으로 다루되, 주제와 연관된 다양한 2차 자료들도 

분석하고 비교하는 연구에 인용될 것이다.

다음과 같은 연구의 범위 안에서 본 에세이를 구성하고 연구를 진행

하려고 한다. 먼저 첫 번째로, 제1장인 서론 안에서는 본 주제에 대한 

연구의 배경, 질문, 방법론 등에 관한 개괄적 소개를 할 것이다. 그 다

음 두 번째로, 제2장에서는 칼빈의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 사상의 

중요성이 일부 개혁 신학 내에서 지속적으로 인식론적 부재 현상을 보

이게 만든 주요 신학적인 한계 원인들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다.

세 번째로, 제3장 안에서는 본 연구의 중심 주제인 “삼위일체 하나님

과의 연합” 사상에 관한 개념적 설명을 간략하게 한 후, 칼빈 신학과 그 

사상 간의 긴밀한 신학적 연관성에 대하여 진술할 것이다. 네 번째로, 

제4장에서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 내에 존재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

과 우리라는 신학적 이중 구조”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 

사상이 칼빈 신학의 한 핵심 사상임을 검증할 것이다. 

(Göttinggen: vandenhoech & Ruprecht, 2007), 33-52, 196-200.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이중 은혜”라는 

것은 칭의와 성화를 의미한다.

7 Charles Partee, Calvin and Classical Philosophy (Leiden: E. J. Brill, 1977), 66-91; idem, 

“Calvin’s Central Dogma Again,” 7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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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로, 제5장 안에서는 칼빈의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과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룰 것이다. 여섯 번째

로, 제6장 안에서는 실천론적 적용으로서 개혁 신학 내 올바른 칼빈 신

학 재발견과 수용을 위한 건설적인 신학적 제안을 다룰 것이다. 구체적

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 사상 관점으로 다른 신학적 주제들을 

연결하여 다루고, 또한 다른 교리들과의 신학적 상관성과 그 의미가 무

엇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제7장인 결론 안에서는 본 논문을 전체적으로 

요약함과 동시에, 간략하게 주제를 종합적으로 재평가함으로써 본 논문

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III.5 연구 목적과 공헌점(Research Aims and Benefits)

칼빈 신학의 한 핵심 사상과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은 그

의 종교개혁 신학 그 중심에서 하나의 중요한 신학적 역할을 감당했을 

것으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변질과 왜곡 선상에 있었으므로 

무기력했던 16세기의 기독교를 회생시킨 그 중심에 칼빈의 종교개혁 신

학이 있었다. 그런 관점에서 본 소논문은 그 주제인 “칼빈 신학 다시 읽

기”라는 연구를 통해 칼빈 신학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재조명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연구 결과로서 그 위대한 칼빈의 신학적 유산들

이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에게도 다시 활발하게 재적용되고 재논

의되기를 기대한다. 

IV  논문 목차(Table of Contents, 총 5,000단어)

1 서론(400단어) 

  연구 배경, 연구 질문, 연구 주제 설명, 연구 방법론, 연구 범위, 연구 

목적과 공헌점 제시

2   칼빈의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 사상에 관한 신학적 한계의 주요 

원인들(600단어)

2.1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을 ‘교리’(Doctrine)라는 하나의 신학적 

방식으로만 접근

2.2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 사상 관점으

로 보는 신학적 안목 부족

3 칼빈 신학과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600단어)

3.1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에 대한 개념적 설명

3.2 칼빈 신학과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 사상 간의 긴밀한 신학

적 연관성

4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 사상과 칼빈의 기독교 강요(1,200단어)

4.1   기독교 강요와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라는 ‘신학적 이중 구조’

4.2   기독교 강요 내용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라는 ‘신학적 이

중 구조’

5 칼빈 신학과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 사상(1,200 단어)

5.1 우리와 삼위일체 하나님 각 한 분 위격과의 연합

5.2 우리와 삼위일체 하나님 두 분의 위격들과의 연합

5.3 우리와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 모두의 위격들과의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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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혁 신학 내 올바른 칼빈 신학 수용을 위한 건설적 제안(600단어)

6.1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 사상과 다른 신학적 주제들과의 연

관성

6.2   현대 교회 내 칼빈의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 사상의 신학적 

의미

7 결론(400단어)

  본문 핵심 내용 요약, 종합적인 비평과 평가, 신학적인 공헌점과 기대

점 제시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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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D 연구 시간 계획표 샘플

(Timetable and Schedule for Research Sample)

I. PhD 연구 시간 계획표(Schedule for Research ):

Table of Contents Target 
Words

Target 
Completed

Outline Date

Target 
Draft 
Date

Target 
Completion

Date

Abstract 300 15. Apr. 2021 15. Apr. 2021

Chapter 1: Introduction
1.1 Background of the Research
1.2   Main Assertion of the Thesis, 

Recapitulative Statement of the Theme, 
and Literature Review

1.3 Research Questions
1.4 Research Methodology
1.5 Delimitation of the Research
1.6 Aims and Benefits of the Research

8,000

15. Feb. 2019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15. Mar. 2019

30. Jun. 2021
(논문 마지막에 

서론 최종
완성)

Chapter 2: Biblical and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Eucharistic Doctrine

2.1 In the Old Testament
2.2 In the Synoptic Gospels
2.3 In the Letters of Paul
2.4 In the Gospel of John

8,000 15. May. 2019 15. Jun. 2019 15. Jul. 2019

Chapter 3: Calvin’s Understanding of the 
Eucharist in His Commentaries on the Bible

3.1   Calvin’s Understanding of the Eucharist 
in the Old Testament

3.2   Calvin’s Understanding of the Eucharist 
in the New Testament

8,000 15. Aug. 2019 15. Sep. 2019 15. Oct. 2019

Chapter 4: Analysis on Understanding of 
Calvin’s Eucharistic Doctrine: from the 
Religious Viewpoint about the Trinity

4.1   What is the Understanding of Sacrament 
and the Lord’s Supper in Calvin’s 
Theology?

4.2   Viewpoints of the Representative 
Researchers about Calvin’s Eucharistic 
Doctrine

8,000 15. Nov. 2019 15. Dec. 2019 15. Jan. 2020

Chapter 5: Theological Characteristics of 
Calvin’s Eucharistic Doctrine

5.1   Theological Balance among Scripture, 
Tradition, Reason, and Mystery

5.2   Problems in Understanding Calvin’s 
Eucharistic Doctrine

8,000 15. Feb. 2020 15. Mar. 2020 15. Ap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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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6: Theological Relationship between 
Calvin’s Core Theological Principle ‘Union 
with Christ” Thought and Calvin’s Eucharistic 
Doctrine

6.1   Content Inclusiveness of the Idea “Union 
with Christ” 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6.2   Its Various Meanings and Vast Range of 
Uses

8,000 15. May 2020 15. Jun. 2020 15. Jul. 2020

Chapter 7: Theological Meaning of  “Union 
with Christ” 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7.1 Union with the Spirit
7.2 Union by Faith
7.3 Spiritual Union
7.4 Practical and Realistic Union
7.5 Eucharistic Union

10,000 15. Sep. 2020 15. Otc. 2020 15. Nov. 2020

Chapter 8: The Idea “Union with Christ” 
Connected with All Doctrines of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8.1 The Doctrine of Revelation
8.2 The Doctrine of God
8.3   The Doctrine of the Triune God
8.4 Christology
8.5 Anthropology
8.6 Soteriology
8.7 Ecclesiology
8.8 Eschatology
8.9 The Doctrinal Scope

10,000 15. Dec. 2020 15. Jan. 2021 15. Feb. 2021

Chapter 9: Importance of the Concept “Union 
with Christ” in the Eucharistic Doctrine of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9.1   Eucharistic Theology and Trinitarianism 

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9.2   The Eucharistic Rite and the Image of 

the Triune God

6,000 15. Mar. 2021 15. Apr. 2020 30. Apr. 2021

Chapter 10: Conclusion
Comprehensive Summary
Comprehensive Criticism
Benefits of Research

6,000 15. May. 2021 15. Jun. 2021 30. Jun. 2021

Bibliography

Target Words Total 80,000

논문 Full 
Draft 제출일: 
최종
제출일로부터 
6개월~1년 
이전

부록 III : 학문적 서평 작성법 샘플

(Academic Book-review Sample)

학문적 서평 견본 I : 창조론자들 1

서평 제목: 인지 부조화에 빠진 사람들

신재식(호남신학대학교 신학과 교수)

1. 이 책은 높은 산이다

산이다, 이 책은. 그것도 아주 높고 큰 산이다. 단행본 책으로 900쪽이 

넘는 두께를 가졌으니, 이만저만한 높이가 아니다. 200쪽이나 400쪽짜

리 책을 2,000미터나 4,000미터 높이의 산이라면, 이 책은 9,000미터를 

훌쩍 뛰어넘는 높은 산이다. 분량만 따져도 쉽게 오르기 힘든 고산이다.

900쪽이 넘는 분량만 큰 산이 아니라, 내용도 높은 산이다. 관악산이

나 북한산처럼 주변에 있어 가벼운 마음으로 나들이할 수 있는 그런 산

이 아니다. 남미의 토레스 델 파이네나 티베트의 카일라스, 네팔의 히말

라야처럼 멀리 떨어진, 낯선 산이다. 주제가 그렇다. ‘창조과학’(과학적 창

조론이라는 용어 대신 창조과학을 사용한다)이라는 일반인에게 낯선, 그리스도

인들에게도 특별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것도 900쪽이 더 되는 두께

니, 그 내용이 무지 깊고, 그 범위가 아주 넓다.

1 로널드 L. 넘버스, 창조론자들, 신준호 역 (새물결플러스, 2016); http://blog.naver.com/PostView.nh
n?blogId = holywaveplus&logNo = 22108196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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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량도 그렇고 내용도 그러니 평범한 책은 아니다. 언제고 오를 수 있

는 우리 동네 산이 아니라, 마음먹고 상당히 준비하고 올라야 하는 가파

른 고산 같은 책이다. 그래서 이 책 『창조론자들』을 읽는 것은 동네 뒷산

을 마실 삼아 걷는 일이 아니라, 아주 높은 산을 오르는 일과 같다. 고

산 등반이 어디 쉬운가? 단단히 마음먹고 단기 며칠을 집중해서 오르는 

일이다.

열정을 담아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책을 읽어야 할 까닭이 있

는가? 있다, 분명히. 주제와 무관하게 저자 이름만으로도 읽을 만한 충

분한 가치가 있다. 책을 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로널드 넘버스다. 

연구 업적과 활동량으로 따지면 과학사 분야에서 손꼽히는 학자다. 그 

자신이 9,000미터 고봉의 탁월한 학자다. 그런 그가 약간은 매니아적 주

제인 ‘창조과학’에 대해 900쪽이 넘는 책을 썼으니 충분히 읽을 만한 가

치가 있지 않은가. 그런데 과학사학자가 왜 이런 주제의 책을 썼을까?

『창조론자들』은 ‘창조과학’의 역사를 담고 있다. 영어권에서 창조과학

을 다룬 책들은 상당히 많이 있다. 특별히 창조과학의 원산지 미국에서 

이를 다룬 저작들이 많다. 창조과학을 신학적·사회학적·법적 측면에

서 접근하는 비교적 전문적인 저작도 다수 보인다. 이 책 『창조론자들』

은 다른 저작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로널드 넘버스는 창조과학의 ‘지

적 연원’을 추적한다. 창조과학의 출발부터 오늘까지 그 흐름과 변화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그는 창조과학의 음영을 있는 그대로 역사적 전

개 과정에 따라 객관적으로 보여 주려고 한다. 신학자가 보기에는 창조

과학의 ‘민낯’이고 ‘흑역사’지만.

로널드 넘버스는 제7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 

그리스도교 정서 속에서 자란 사람이다. 그런 그가 이제는 어떤 종류의 

창조론도 믿지 않는다고 고백한다. 그리스도교 신앙 전통을 떠난 그지

만, 지식인으로서 창조과학에 비판적이지만, 『창조론자들』은 이런 신념

을 반영한 책이 아니다.

로널드 넘버스는 과학사학자니, 기본적으로 역사학자다. 그가 쓴 『창

조론자들』은 철저하게 문헌 증거를 중심 자료로 삼고 있다. 창조과학에 

관련된 인물과 기관, 조직을 담담한 필치로 촘촘하게 정리한다. 그가 

비록 창조과학에 우호적이지 않지만, 『창조론자들』에서 그는 자신의 비

판적인 태도나 규범적인 색채를 드러내지 않는다. 이 책은 창조론자나 

창조론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사이비 과학자라고 규정하지 않는다. 자신

의 신념을 창조과학에 대한 글쓰기에 투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역사

학자로서 냉정하게 객관성을 유지하는, 이런 글쓰기가 『창조론자들』을 

신뢰하고 읽을 만한 책으로 만든다.

과학사가로서 로널드 넘버스는 책을 서술할 때, 일종의 ‘방법론적 자

연주의’를 적용하고 있는 셈이다. 자신의 ‘창조과학’에 대한 규범적 평가

를 배제하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맞추고 배

열하고 있기 때문이다. 『창조론자들』의 말미인 17장에 나오는 ‘지적 설

계’는 ‘방법론적 자연주의’와 ‘형이상학적 자연주의’를 구별하지 않고, 이 

둘을 분리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도 로널드 넘버스는 자신이 

동의하지도 않고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창조과학의 역사와 내용을 냉정

하게 기술하고 있다. 과학사학자의 방법론적 자연주의, 그의 미덕이며 

이 책의 강점이기도 하다.

2. 이 책은 양탄자다

『창조론자들』은 나온 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책이지만 여전히 유효하

다. 1991년에 초판이 나왔을 때, 창조과학의 역사를 제대로 다룬 책이

라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다. 2006년에 증보판이 나왔다. 초판에 최근 

등장한 지적 설계와 창조과학의 전 세계로의 확장을 덧붙인 것이다. 그

의 성실성과 학자적 책무에 대한 소신을 생각하면, 앞으로도 증보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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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나올 가능성이 많다.

로널드 넘버스는 『창조론자들』을 통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책을 

다 읽고 나면 무엇이 보일까? 이 책을 읽는 것을 높은 산을 오르는 일과 

같다고 했다. 높은 산 위에 올라가면 무엇이 보이는가? 북한산 정상이

나 관악산 정상에 오르면, 백두산이나 한라산 꼭대기로 오르면 무엇이 

보이는가?

그동안 힘들게 걸어온 길이 눈 아래로 쭉 펼쳐 있다. 고층 건물과 아

파트로 가득한 도시와 그 사이의 혈관처럼 뚫린 대로와 골목길이 보인

다. 올라온 산길이, 오름이, 숲이, 장백폭포가 보인다. 정상에서는 사방

팔방의 경치가 다 보인다. 한눈에 들어온다. 『창조론자들』의 마지막 장

을 읽고 나면, 그리 길지 않은 창조과학의 역사가 한눈에 들어온다. 아

파트나 상가, 골목이나 자전거길, 숲과 호수와 그 사이에 난 가는 산길

과 들길이 한눈에 들어온다.

『창조론자들』은 다윈의 『종의 기원』이 출간된 19세기부터 창조과학의 

세계화가 진행된 21세기의 초반까지 다루고 있다. 창조과학의 지형도를 

제대로 보여 준다. 창조과학이 걸어온 길을 양탄자처럼 쫙 펼쳐 준다. 

그 양탄자 문양 전체는 창조과학이 진화론의 맥락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전개되고 확장되는가 보여 준다. 『창조론자들』의 전체적인 밑그림은 미

국을 중심으로 다윈의 『종의 기원』부터 창조과학이 세계화 과정을 겪는 

역사다. 책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이다. 20세기 중반에 등장한 창조과학

은 변신을 거듭하면서 한 줌의 근본주의 운동에서 범세계적 현상으로 

확산되어 세계화되고 있다.

로널드 넘버스는 제1장인 ‘다윈 시대의 창조론’부터 제18장의 ‘창조론

의 세계화’까지 다양한 요소들이 서로 중층적으로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창조-진화 논쟁의 역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보이고 있다. 그는 이 

역사 과정을 드러내기 위해, 관련된 인물, 사건, 기관, 조직, 주장들을 

씨실과 날실 삼아 정교하게 엮어 나간다. 다양한 요소들이 주인공이 되

어 만화경 같은 다양한 문양을 만들어 간다. 헨리 모리스와 조지 프라이

스, 존 휘트컴을 비롯한 많은 인물들, 제7안식일예수재림교회, 침례교

회, 모르몬교회, 여호와증인, 장로교회, 하나님의 성회, 무디성경학교

를 비롯한 다양한 교회와 종교 기관들, 미국과학진흥협회(AAAS)와 미국

과학자연맹(ASA) 등의 학술 기관들, 『사이언스』에서 『오리진』까지 저널

들, 진화－창조 논쟁, 스코프 재판, 도버 재판, 동등 교육법 등의 사건

이 그 주인공들이다. 그가 제시한 엄청난 분량의 일차 자료들은 『창조론

자들』의 논의를 더욱 충실하게 한다. 창조과학의 출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제7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가 로널드 넘버스의 신앙 배경이었던 것

도 자료의 접근에 강점이다.

제1장부터 제4장까지는 창조과학 등장 이전의 진화론과 창조론의 상

황을 미국의 종교계와 학계를 배경으로 논의하고 있다. 제5장부터 제7일

안식일예수재림교회와 엘렌 화이트의 영향을 받은 창조과학의 선구자 

조지 프라이스가 등장한다. 창조과학 운동이 프라이스를 중심으로 ‘종

교와 과학 협회’(제6장), ‘홍수 지질학회’(제7장), 창조과학 조직의 인물들

이 등장한다. 제8장과 제9장은 각각 영국과 북미의 복음주의자들과 진

화를 다루고 있다. 제10장부터 창조과학의 대표 저작인 『창세기의 홍

수』의 출판 배경과 저자인 존 휘트컴과 헨리 모리스가 등장한다. 제11장

부터 제14장까지는 ‘창조연구회’, ‘창조연구소’, ‘지구과학연구소’ 등의 

조직을 통해 창조과학의 전개 과정을 기술한다. 제15장과 제16장 이후

는 창조과학이 미국의 다양한 교단과 교회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확산

되는 것을 보여 준다. 증보판에 덧붙여진 제17장은 지적 설계의 탄생과 

이로 인한 재판 등을, 제18장은 창조과학이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는 

최근의 지형을 다루고 있다.

물론 『창조론자들』 각 장의 주제를 더 자세하게 다루는 저작들이 상당

히 있다. 그렇지만 ‘창조과학’의 역사 전체를 꿰뚫은 저작은 굉장히 드물

다. 이 책은 창조과학을 한눈에 보여 주는 거대한 양탄자다. 로널드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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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가 제시하는 다양한 등장인물, 기관, 조직, 사건, 주장으로 인해, 독

자들은 자칫하면 현기증과 더불어 미로로 빠질 수도 있다. 하지만 성실

히 그의 논의를 따라가면, 간격 이론, 날－세대 이론, 유신론적 진화론, 

과학적 창조론, 홍수 지질학 등의 내용과 계보까지 잘 파악할 수 있다.

로널드 넘버스는 『창조론자들』에서 창조과학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담고 있다. 한 줌의 흙과 같은 소수에서 출발한 창조과학이, 이제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다. 여기까지가 과학사가로서 그의 중립적인 결과 

제시다. 그는 이 현상을 규범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그를 대신해서 신

학자로서 덧붙인다. 착각하지 마시라! 코카콜라가 전 세계적으로 퍼졌

다고 해서 그것이 건강식품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카페인에 중독된 사

람이 늘었을 뿐이며, 코카콜라 회사를 위한 좀비가 되었을 뿐이다. 창조

과학도 그렇다.

3. 이 책은 스테인드글라스다

신학자의 눈에 이 책은 빛을 투과하는 스테인드글라스다. 과거와 현

재의 역사적 사실을 하나하나 골라 조각을 맞춘 스테인드글라스다. 그

런데 전체적으로 회색빛 스테인드글라스다. 밝고 환하게 동트는 새벽빛

이 아니라, 석양도 지나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그런 빛이다. 창조과학의 

미래가 그다지 밝지 않을 것 같다는 점에서도 잿빛이고, 창조과학 관련 

인물들이나 기관들의 보여 준 모습이 잿빛이다. 신학자의 눈에 보인 창

조과학의 주장이 잿빛이다.

『창조론자들』은 창조과학의 기원이 소위 주류 그리스도교에 있는 것

이 아니라, 상당수의 전통 교회로부터 정통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곳에

서 나왔다는 것을 보여 준다. 창조과학과 관련해서 제7일안식일예수재

림교회나 모르몬교회가 언급되고 있다. 보수적인 한국 교회가 창조과학

의 뿌리와 역사를 제대로 이해할 때 한국 창조과학의 앞날이 어떻게 될 

지 자못 궁금하다.

또 다른 잿빛을 책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본성에서 본다. 창조과학은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사람들의 일반

적인 인지적 경향성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창조－진화 논쟁에서는 특히 

‘인지 부조화’의 모습을 잘 보여 준다. 기존의 믿음이나 태도, 행동을 고

수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믿음이나 태도를 합리적이라고 자기 확신을 

하는 인지 부조화에 빠진 많은 사람들을 본다. 그게 창조과학자든, 유물

론적 진화론자든.

신학자의 눈에 창조과학의 주장 역시 잿빛으로 심각한 비판 대상이

다. 창조과학은 건전한 과학도 건전한 신앙도 아니다. 그저 근본주의 이

념으로서 창조주의(creationism)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더불어 ‘창조

론’과 ‘창조과학’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 ‘창조론’은 ‘신론’이나 ‘교회

론’, ‘구원론’처럼 신학의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창조과학은 근

본주의자들의 특정 신앙의 입장이고 이념일 뿐이다.

창조-진화 논쟁의 역사적 맥락을 살펴본다면 딱 이 한 권의 책이다. 

한국 교회에 창조과학의 역사와 주장, 전개 과정을 제대로 소개하는 이 

책이, 한국 그리스도교를 계몽하는 데 좋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 언

어 장벽을 무너뜨려 한국 교회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수고한 번역자 신

준호 박사와 출판사 새물결플러스에 깊이 감사드린다. 졸음을 부르는 

건조한 주제, 베개로 쓸 만한 두꺼운 책, 『창조론자들』이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창조과학의 미몽에서 깨우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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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적 서평 견본 II : 하나님 나라의 비밀 1

서평 제목: 하나님 나라의 선교와 교회

트레빈 왁스2

어제 저는 스캇 맥나이트(Scot McKnight)의 신작, 『하나님 나라의 비밀』

(Kingdom Conspiracy: Returning to the Radical Mission of the Local Church)의 내

용을 요약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스캇의 제안에 대해 몇 가지 긍

정하는 부분과 몇몇 영역에서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제 의견을 제

시해 보려고 합니다.

1 동의하는 부분들

첫째, 스캇은 예수의 메시아 되심과,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실제로 이

끄는 수단인 예수님의 정체성에 끈질기게 우리의 주의를 집중시킵니다. 

성경 본문에 대한 옳은 질문을 묻고자 하는 그의 열망은, 그가 지속적으

로 우리를 중심적인 인물로서의 예수에게로 데려간다는 점에서 신선합

니다. 그는 “복음서는 단지 당신과 나와 우리가 피해야 할 어떤 것들에 

1 스캇 맥나이트, 하나님 나라의 비밀, 김광남 역 (새물결플러스, 2016); http://blog.naver.com/ 

PostView.nhn?blogId=holywaveplus&logNo=221075312561.
2 트레빈 왁스(Trevin Wax)는 현재 미국 Life Way Christian Resources의 The Gospel Project 담당 편집

자이자 유명 강사로 활약하고 있으며 일그러진 복음과 우리 시대의 6가지 우상 등의 책을 썼다. 2006년부터 

Kingdom People이라는 블로그에서 다양한 신학 서적을 탁월하게 서평하면서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합니다(142). 이런 

접근은 심리학적 기독교나 자기-도움으로 희석화된 기독교를 꼬집고, 

‘나－그리고－예수’라는 너무 뻔한 정장 바지(pleated pants) 교회 속 기독

교의 비전에 대해서도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하나님 나라와 선

교에 대한 급진적인 교회-중심적 비전으로 드러나고, 일반적으로 복음

주의 진영에서 ‘교회가 없이도’ 가능하다는 생각에 도전하는 것으로 이

어집니다.

둘째, 복음주의자들이 정치에만 심취해 있다는 스캇의 비평은 귀 기

울여 들을 가치가 있습니다. 그는 정치를 통한 권력 추구가, 우리의 문

제들을 정치 참여가 해결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잘못된 ‘종말론’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옳습니다(63). 우리가 맞닥뜨리는 “통치 이야기들” 중의 

하나는 정치를 통한 권력의 이야기입니다. 스캇이 이러한 통찰을 적용

함에 있어서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지만(아래를 보십시

오), 참된 권력은 정치적 과정에 기초한다는 기독교 행동주의의 주장에 

대한 그의 염려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파든 좌파든 기독교 실천

가들은 그의 비평을 듣고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선교를 사회적 행동으로 이해하는 복음주의자들에 대한 스캇의 

비평은 좀 거슬리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중요합니다. 그는 ‘사회 정의’

를 추구하기 위해 지역 교회의 사역을 희생시키면서도 자신들의 활동을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라 부르는 복음주의자들에 대해서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캇은 이런 행동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동력이 무엇

인지에 대해 역시 염려하고 있지요. 그는 다음과 같이 결론짓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에게 공동체를 세우고 지역 교회 안에서 교우들과 

교제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보다 남아프리카에서 사회 정의를 이루는 일

에, 태풍 카트리나가 훑고 지나간 걸프 해안에 위치한 공동체를 복구하

는 일에, 대초원을 강타한 파괴적인 토네이도의 흔적을 치우는 일에, 혹

은 다른 지역에서 벌어지는 성매매와 싸우는 일에 헌신하는 것은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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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쉽다……. 게다가 사회 활동을 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훨씬 어렵기 때문이다. 교회를 세우

기 위해서는 사람들끼리 서로 다퉈야 한다. 노숙인들을 돕고자 하는 당

신의 갈망을 다른 이들에게 알리고 그들을 설득하기도 해야 한다. 그것

은 현재 상태의 사람들 그리고 당신이 그들에게 바라는 상태에 있지 않

은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일은 일상을 포함한다. 게다가 

그것은 ‘단기 선교’ 경험이 제공하는 고양감(高揚感)을 거의 제공해 주지 

않는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가 세우러 오신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교회

의 사명이 곧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형성한다”(97).

스캇은 여기서 사례를 과장하긴 합니다. 문맥을 따르자면, 오히려 우

리는 지역 교회 사역이 당신의 삶을 전쟁으로 찢겨진 아프리카 국가에

서 우물을 파는 일에 헌신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

다. 하지만, 그럼에도 많은 복음주의적 행동주의는 지역 교회와 연계되

지 않아 고통을 겪는데다가, 제대로 동기가 부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지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스캇의) 이 정당한 염려는 이야기

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2 몇 가지 우호적인 비판

복음의 선포와 그것이 만들어 내는 복음 공동체 간의 강력한 연관에 

관한 내용처럼, 제가 더 많이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터는 동의하지 않는 지점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2.1   ABA’ vs. CFRC[창조(Creation), 타락(Fall), 구속(Redemption), 완성

(Consummation)]

첫째, 저는 스캇의 “Plan A, Plan B, 개정된 Plan A” 버전의 성경 줄

거리가 더 일반적인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개관보다 어떻게 더 

도움이 되거나 더 포괄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A-B-A’ 구조가 얼

마나 더 크고, 더 확장적이고, 개인 구원에 덜 초점을 맞추는지 이해하

려고 애를 썼습니다. 스캇이 예수의 정체성(메시아, 구세주, 왕, 하나님)에 대

해 옳게 복음적인 대답을 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옳은 질문

을 하도록 만들지만, 이것은 그 질문이 개인적인 차원뿐 아니라 우주적

인 차원 모두의 구속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제 리뷰를 보

시기 바랍니다(part 1, part 2). 스캇의 예수 왕의 복음은 구원과 성경 줄거리 사이의 관

계에 대해서 더 다루고 있습니다].

 

2.2 도덕 공동체로서의 교회

둘째, 전통적인 기독교의 도덕에 대한 이해가 치열하게 지탄받고 반

박 받고 있는 시점에서, 저는 스캇이 ‘도덕적 공동체’로서 교회의 본질에 

더 관심을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말이지요.

시작하자면, 저는 이 책이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면과 중심에 둔 

것을 기꺼이 반깁니다. 스캇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 왕국

의 율법을 지킴으로 결정된다”라고 썼습니다(165). 하지만, 그가 이 말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 분명히 명시했음에도(195), 그가 산상수훈을 다룰 때 “은혜가 먼저 와

야 한다”며 이 부분을 강화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많은 신자

들이 그들은 예수께서 요구하신 “모든 것을 넘어서는 의”에 자신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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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꾸준히 실패한다고 느끼고 있고, 산상수훈에는 요구가 있기 전에 

세상과 역행하는 복의 선포가(역주: 팔복)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의 

요구를 어떤 방식으로든 침묵시키지 않거나 부드럽게 하지 않으려는 스

캇의 열심을 환영하지만, 우리가 산상수훈의 은혜-채워짐의 강조점에 

대한 시야를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스캇이 예수님께서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계셨던 도

덕적 요구들(결혼, 이혼, 성에 관한 그분의 관점)을 더 포함시켰다면 좋았을 것

입니다. 정치적인 연관성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시각을 책에 포함시키

지 않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계에 있는 압제 이야기의 다른 부분－단순

히 ‘정치를 통한 권력’뿐 아니라 ‘자유로운 성을 통한 권력’－즉, 성적 혁

명이라는 우상을 맞닥뜨리게 하는 기회를 잃게 만듭니다.

2.3 식탁 교제의 포용성

셋째, 스캇은 ‘식탁’에서의 의도적인 포용력을 추구하는 것이 예수님

의 왕국 비전을 시행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주님

의 성찬을 지칭하는 것인지 모든 신자들이 가져야 할 특징으로서의 환

대하는 정신을 지칭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주님의 성

찬에 환영받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스캇은 이

것을 차별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이 책은 세상과 교회의 차이를 더 선명하고 날카롭

게 드러나게 하기 위한 깊은 염려에서 쓰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

교회가 성찬과 교회의 제자 사역, 기타 사역들을 시행할 때에 이 관점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선명함이 부족합니다.

2.4 기독교인과 정치

넷째, 저는 재세례파의 비전에 대해 많은 부분 공감하는 편이지만, 교

회를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들”(블로그 이름으로는 정말 위대합니다만!)이라고 

정의하는 것만큼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스캇이 “공동선을 위한 사

역”의 비전은 정치적 연관과는 어떻게든지 명확히 분리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그는 정치를 우리가 속하지 않은 어떤 특

정한 영역으로 잘라 내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심지어는 조금 더 부드럽

게 표현하여, “선한 것으로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말

이지요. “성공하는 기독교인 영향 이론은 정부가 기독교인들의 목소리

를 지원하도록 만들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

일까? 이것은 우리가 최종적인 권위를 정부에 넘겨줬다는 것이다”(217).

사실, 책임 의식 있는 기독교의 정치에 대한 관련은 실제로는 정확히 

반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섬기는 것이 정치가들과 정부가 최종적인 

권위이기 때문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투표하고 로

비 활동을 펼치며 이웃을 위해 선한 것을 추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에

게는 더 높은 법정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치에 관해 기독교인들이 실수하는 것은 많으며, 우리

는 그것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선교가 지역 

교회를 세움으로 이뤄진다는 것이 워싱턴 D.C.의 정치학에 대해 무관

심으로 이끄는 대안적인 정치학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스캇이 결

코 완전한 철회(권력을 국가로 회수하는 것)를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오직 (정치의) 위험성에 대해서만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어떤 형태

의 정치적 관련에 대해 동의하는지에 대한 어떤 제안도 받지 않은 상태

로 남겨졌을 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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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하나님의 왕국으로서의 교회

다섯째, 아마 가장 중요하게도, 스캇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만을 연

관 지으려는 열망은 사실, 성경이 제시하는 방식인 하나님의 나라를 하

나님의 우주적 다스림이라고 말하는 방식을 잃어버리는 위험을 감수하

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우주적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왕국을 만

든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예수께서 당혹스러워하실 

거라고 생각한다!”(232)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말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주적 제도가 땅과 하늘에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아닙

니까? 우리의 기도는 교회의 도래(arrival)에 있지 않습니다. 아니 최소한 

우선적인 것은 아닙니다(우선적인 뜻은 나라가 이 땅에 현존하게 해 달라는 간구라

는 의미).

그렇습니다. 스캇이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없다고 한 말은 옳

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모임으로서의 교회에 대한 그의 초점은(하나님 나

라 선교를 모인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로 정의하는 것 - 208페이지에 있는 그의 논제들 

중 14번 포인트를 보십시오) 기관으로서의 교회와 유기체로서의 교회의 구분

점에 대해 놓치고 있습니다. 모인 교회와 흩어진 교회를 구분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이슈들이나 복잡한 사안들을 해결하지 못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와 유사하지만 아직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풀어 가도록 지속하는 데 있어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선교와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나님께서 오직 모인 교회를 통해서 이루

시는 것이라고만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환원주의적 비전(‘하나님의 다스림’)을 다른 것(‘하나님

의 백성’)과 교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3 결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

지는 몇 가지 믿음들과 가정들에 대해 도전하는 책입니다. 스캇 맥나이

트는 총명한 재세례파들이 언제나 그래 왔듯, 좌파와 우파 양쪽의 사람

들을 불편하게 할 것입니다. 저 역시 카이퍼적 비전(Kuyperian vision)에 

매우 친밀한 유대감을 느끼는 침례교인이고, 그래서 이 책에는 저에게 

반향을 일으키는 측면들과 저를 좌절시키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종합하자면, 그럼에도 전반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일차적 목

표는 제가 기꺼이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회 중심적인 시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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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적 서평 견본 III : 한국조직신학논총 1

서평 제목 :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

                       관점으로 재조명한 칼빈 신학

익명의 학생

1 들어가는 말

본 논문의 연구는 현대 개혁 신학 안에서 여전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칼빈의 신학을 ‘재조명’하고자 하는 시도만으로도 신학적 가치가 충분하

다. 이미 선구 연구자들이 칼빈의 “그리스도와의 연합”(unio cum Christo)을 

하나의 중심 교리(doctrine)로서 조명한 바 있다.2 실제적으로 칼빈 신학

을 연구하는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주

제를 다뤘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3 이 논문의 연구자는 “그리스도와

의 연합”에 대하여 특정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채 그와 관련된 이론들이 

끊임없이 논증되는 이유가 ‘전통적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것들이 너무나 

다양하게 퍼져 있기 때문’이라고 다룬다.4

1 최성렬, “칼빈 신학 다시 읽기: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 관점으로,” 한국조직신학논총 45 (2016년 

9월): 221
2 조성희, “깔뱅 신학에서 ‘그리스도와 연합’(Unio cum Christo)의 개념 연구”(신학박사학위논문, 평택신

학전문대학원, 2012), 180; S. R. Choi, “Union with Christ? Re-reading Calvin as Constructive Proposal 
for Korean Calvin Reception” (PhD Thesis, Stellenbosch University, 2015), 7.1.1에서 Frannçois 
Wendel, Calvin: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His Religious Thought (London: Collins, 1963), 357-8을 

인용하며 자세하게 설명하고, 방델의 진술의 일부 부정확했던 부분과 신학적 한계점을 저술했다. 

3 DBpia.co.kr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키워드로 논문을 검색했을 때 약 80부가 넘는 한국어 논

문들이 검색된다.

지속되는 신학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최성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적용 가치는 여전히 축소되어 다뤄짐을 지적한다.5 이 논문은 “그리스도

와의 연합”의 ‘신학적 당위성’을 재확인시키면서 칼빈의 신학 연구에 큰 

학문적 공헌을 한다고 보여진다. 또한 이 논문은 칼빈 신학의 요약본이

라고 여겨지는 기독교 강요의 분석뿐만 아니라 설교집, 소논문, 서신, 교

리 문답 등 그의 다양한 작품들까지 다룸으로써 이 논문에서 다루는 이론

의 적용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대시키며 이론의 신빙성을 더한다. 서평자

는 이 논문에서 뜻하는 ‘교리’와 ‘사상’의 용법적 차이를 살펴보고 “그리스

도와의 연합” 개념적 접근에서 칼빈의 신학을 재조명해 보았다. 즉 ‘교리’ 

혹은 ‘사상’의 용법을 배제한 “그리스도와의 연합” 개념을 ‘신학적 연구 방

법론’으로 채택하여 이 서평을 저술하고자 한다. 그러고 나서 연구자가 

주장하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이 성서적 ‘복음’에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 알아보면서 현대 교회에 이 연구가 기여한 바를 찾아보고자 한다.

2 신학 방법론으로서의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 논문에서 연구자가 뜻하는 ‘신학 방법론’으로서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역할은 칼빈의 신학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일종의 ‘해석적 도구’

로 사용하자는 제안이다. 분명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개념이 칼빈의 

신학에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핵심 사상’이라고 하기

에는 여전히 구원론이나 성례론에 종속된 하나의 교리로 다뤄지는 경향

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경향이 지속되는 신학계에 연구자는 “그리스도

4 William B. Evans, Imputation and Impartation: Union with Christ in American Reformed Theology 
(Eugene: Wipf and Stock Publishers, 2008), 2. 본 논문 페이지 243에서 재인용.

5 본 논문 연구에서는 최근 ‘일부 탁월한 신학자들’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그리스도론

(Christology), 성령론(Pneumatology), 창조론(Chritology, the doctrine of the Creation), 그리고 인간론

(anthropology)까지 적용하여 그 범위가 예전보다는 확장되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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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연합”이 칼빈의 신학 작품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거의 

모든 교리들과 신학적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의미로 ‘하나의 신학적 사

상’(a theological-thought)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6

2.1 ‘핵심 교리’ 관점

여러 주장과 입장을 다룸에 앞서, 이 논문에서 연구자가 정의하는 ‘교

리’와 ‘사상’의 의미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의 논문에서 ‘교리’와 

‘사상’의 사전적 의미는 큰 차이가 없다.7 하지만 연구자는 ‘역할적 범위’

의 측면에서 확실한 차이가 있다고 본다. 즉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는 

구원론과 성례론에서 교리적 역할에 한정되어 있다면 ‘그리스도와의 연

합 사상’은 다른 교리나 신학적 주제를 설명하고 해석할 때 사용되는 하

나의 ‘신학적 원리’나 하나의 ‘중심 사상’이라고 보는 것이다.8 그렇기 때

문에 그의 ‘교리’적 개념의 협소한 접근 방식은 칼빈의 신학을 전체적으

로 다루기에는 ‘무리한 해석’으로 비춰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인다.

2.2 ‘교리’의 다른 정의

이 논문의 연구자 최성렬 교수와는 다르게 다손빌(Victor D’Assonville)

은 ‘교리’(doctrina) 개념과 용법을 더 포괄적인 ‘종교개혁 신학의 핵심 개

념’으로 본다.9 그의 주장에 따르면, 칼빈은 자신의 작품들에서 교리 용

6 Choi, “Union with Christ,” 1.1.
7 연구자는 ‘교리’는 ‘종교상의 이치나 원리’를 뜻하는 정의를 따르면, ‘사상’은 ‘사고 작용의 결과로 얻

는 체계적 의식 내용’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따른다. 

8 Choi, “Union with Christ,” 7.1.1.
9 다손빌, “주석과 교리,” 745.

어를 ‘칼빈 자신의 용법’으로 재해석한다. 다손빌은 ‘교리 개념의 용법’

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저자의 성경관, 저자의 작품들 속에서 성경에 대한 주석의 중심적 역할과 
의미, 그리고 저자의 기독론과 교회론을 충분히 보여 준다.10

이런 배경에 입각할 때 칼빈의 작품 속에 나타나 있는 교리 개념의 용

법은 최성렬 교수가 의미하는 ‘신학적 사상’과 유사한 듯 나타난다. 다

손빌은 칼빈이 추구한 ‘단순하고 기초적인 가르침의 형태’를 doctrina 즉 

교리의 단순성으로 해석한다.11 칼빈이 ‘단순성’을 주장한 의도가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리(fabulosa dogmata)를 비평하기 위함12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그는 doctrina와 dogmata라는 표현을 구분해서 사용한 듯 보

인다. 같은 본문에서 칼빈의 작품 전체에 두드러지게 사용되는 ‘개념’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성경에 대한 칼빈의 이해와 강해가 교리 개념에 대한 칼빈의 용법과 어떻게 
관련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칼빈을 읽고 해석하는 
방법은 교리 개념의 이런 적용을 고려해야 한다.13

이러한 맥락에서 다손빌이 말하는 칼빈의 ‘교리 개념의 용법’은 최성

렬 교수가 주장하는 ‘사상’ 혹은 ‘신학 방법론’과 같은 접근 방식과 범위

를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두 신학자의 차이는 ‘교리’ 개념을 역동적

이고 활력적인 개념으로 보는가, ‘개별적’인 독특성(individual peculiarity)14

을 지칭하는 개념인가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교리’ 개념을 원어적으로 

접근했을 때 상반되는 범위의 개념을 동시에 내포함을 알 수 있다. 이러

한 혼란을 예감한 듯 ‘중심 사상’(central thought) 개념을 도입하는 면에서 

10 Ibid.
11 위의 책, 750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CO 31, 33을 참고하라.

12 위의 책, 750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딤전 1:3에 대한 주석; CO 52, 251을 참고하라.

13 위의 책, 746.
14 Choi, “Union with Christ,”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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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로서의 학문적 예리함을 엿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 독자의 입장

에서 서평자는 ‘교리’라고 동일하게 해석되는 dogmata와 doctrina의 차

이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칼빈은 그의 작품에서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은 단순하다라는 자신

의 확신을 기반으로 “건전한 교리(sana doctrina)는 복음(evangelii)에 대한 

단순한 교리(simplex doctrina)”라는 전제를 세운다.15 그가 모든 교리들을 

총괄하는 하나의 교리가 있음을 뜻하는 것 같은 이 발언은 ‘성경의 통일

성’을 가정하기 위함이었다고 한다.16 라틴어 ‘교리’(doctrina) 개념은 의미

나 신학적 함축성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이었고, 칼빈에게 

자신의 신학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도구로 쓰였다고 한다.17 하

지만 칼빈이 ‘교리’ 개념의 용법을 일반적으로 거룩한 경전(Sacra Scriptura)

과 관련시키는 점이 독특하게 나타난다.18 칼빈은 이와 같이 항상 하나

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학을 강조하였다. 그에게 있어 ‘교리’란 즉 ‘성경’

그 자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 보인다.

2.3 독특성(individual peculiarity)을 아우른 하나의 ‘신학적 원리’

최성렬 교수에 따르면 칼빈의 신학에 영향을 미치는 ‘중심 교리’ 혹은 

‘중심 주제’가 있다는 의견은 여전히 찬반의 의견이 공존하는 것으로 보

인다. 이 논문에서 연구자는 여전히 베네마(Cornelis P. Venema)가 지지한 

‘칼빈 신학의 복잡성’을 근거로 ‘신학적 주제들 혹은 교리들의 다양성’을 

더 지지하는 분위기라고 해석한다. 이 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일반적

15 딤후 4:4에 대한 주석; CO 52, 387. 다손빌, “주석과 교리,” 751에서 재인용 및 참고 자료로 제시함.

16 OS 1, 129.144; Neuser 1998a. 다손빌, “주석과 교리,” 747-8에서 재인용 및 참고 자료로 제시함.

17 다손빌, “주석과 교리,” 747.
18 다손빌, “주석과 교리,” 747. 

으로 칼빈이 조직적이고 논리적인 사상가이며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가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신학으로 전개된 사실을 동의한다. 하지만 그 방

대한 주제와 다양성을 체계적으로 성립하는 하나의 ‘신학적 원리’의 존

재를 부정하는 태도는 상당히 모순적 논리가 있다.

칼빈의 신학에서는 다양한 신학적 주제들과 ‘각각의 개별적인 독특성’

을 내포한 교리들을 다룬다. 연구자 역시 그 점에 대해 동의하며, 그렇

기 때문에 ‘교리적’ 접근에는 한계가 있음을 그의 연구를 통해 증명한다. 

이전에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중심 사상’ 혹은 ‘중심 교리’로 보려는 

신학자들의 시도는 있었으나 칼빈의 신학에서 나타나는 교리의 다양성

을 훼손할지 모른다는 우려로 인해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이 논문의 연

구자는 이 부분에 대해 “그리스도와의 연합” 개념이 여전히 축소된 범위

에서 사용되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고 생각한다.19 그러므로 최성렬 교수

는 칸리스(Julie Canlis)가 진술한 “다른 이질적인 교리들을 하나로 묶어 주

는 통합적인 능력”20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교리’ 이상의 ‘핵심 가

치’ 또는 ‘중요한 신앙 원리’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칼빈은 성경의 해설자로서 una et tota Scriptura를 주장하면서 ‘그리

스도에게서 연원하는 하나의 교리’로서 전체 성경을 다뤄야만이 ‘일종

의 인증 구절로 발췌해서 사용하는 주석을 피할’ 수 있다고 말한다.’21 

이와 같이 칼빈은 교리와 성경을 구분하지 않고, ‘교리의 권위와 기초

를 그리스도 안에 두고, 성경이 교리의 원천이다’라고 주장했다.22 이러

한 점과 더불어 칼빈의 신학의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 강요가 

19 Choi, “Union with Christ,” 7.1.1.
20 Julie Canlis, Calvin’s Ladder: A Spiritual Theology of Ascent and Ascension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10), 243. 본 논문의 페이지 220에서 재인용.

21 다손빌, “주석과 교리,” 748.
22 딤후 3:16, 4:3-4에 대한 주석; CO, 52, 383-6, 412. 다손빌, “주석과 교리,” 747-8에서 재인용 

및 참고 자료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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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이며 체계적인 신학을 전개하고 있다는 ‘일반적으로 거의 모두가 

동의’하는 사실을 바탕으로 칼빈이 어떠한 특정 ‘신학적 구조’(theological 

structure)를 가지고 저술했음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여전히 연구자들 간에 특정 구조 혹은 신학적 원리에 대한 의견은 통

일되지 않은 듯 보인다.23 아마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논문의 연구자

를 포함한 많은 신학자들이 칼빈의 신학을 대표하는 ‘핵심 사상’ 혹은 

‘신학적 접근 방법’을 찾기 위해 지속된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다.

3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의 확대

이 논문의 연구자는 이제까지 ‘조심’스럽게 기독교 강요 내에 존재한 

신학적 구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신학적인 이중적 구조’의 존

재가 주장되고 있다고 밝힌다.24 그리고 그는 좀더 체계적인 관점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라는 그만의 독창적 신학적 이중 구조를 제시

한다. 이 논문에서는 아마 지면의 한계상 그 이상의 부가 설명은 나와 

있지 않다. 하지만 그의 다른 저술을 보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 1.6.1을 

예로 들어 칼빈이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의 구조’를 ‘하

나의 신학 중심 사상’처럼 다루고 있음을 좀더 자세히 설명한다.25 이와 

같이 지면의 한계로 부가 설명이 제외된 곳에는 적절하게 각주에 자신

의 다른 저술을 명시함으로써 독자를 위한 연구자의 배려가 나타난다. 

칼빈은 인간의 구원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육신이신 성자 예수를 통

23 S. R. Choi, “Union with Christ?,” 6.1.
24 이 논문에서 연구자는 Edward A. Dowey, Jr., The Knowledge of God in Calvin Theolog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2), 41-9; T. H. L. Parker, The Doctrine of the Knowledge of God: 
A Study in the Theology of John Calvin (Edinburgh: Oliver and Boyd, 1952); Charles Partee, Calvin and 
Classical Philosophy (Leiden: E. J. Brill, 1977), 66-91을 참고하였다.

25   Choi, “Union with Christ,” 1.3.

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설명한다. 이와 같이 그의 ‘그리스도’와

의 연합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26 칼빈의 성육

신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해는 성령을 통한 ‘신비적 연합’으로 나타난

다.27 연구자는 이를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와의 유기적 연합으로 해

석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논문에서 연구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보다

는 좀더 명확하게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표현을 선호하는 

듯 나타난다. 

3.1 ‘복음’의 핵심 요소로서의 “그리스도와의 연합”

칼빈의 기독교 강요, 초판에는 당시 로마 가톨릭의 성례에 매여 있는 

전 유럽의 지식인들에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구원의 기초 교리와 

확신을 심어 주고픈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다고 평가된다.28 이와 더불

어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과 성령이 분리될 수 없다는 사

실을 특별히 강조하는데, 이는 교회의 권위에 강조점을 두는 로마 가톨

릭 교회와 자기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에 강조점을 두는 재세례파를 

겨냥하는 것이었다고 한다.29 칼빈은 “성령은 새로운 교리를 계시하도

록 되어 있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복음의 진리를 각인시키도록 되어 있

다”고 말한다.30 이러한 부분을 종합해 보면 “복음의 마지막은 하나님과

의 연합이다”31라는 요한일서의 해석이 ‘복음’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26 Mark A. Garcia, Life in Christ: Union with Christ and Twofold Grace in Calvin’s Theology (Eugene, 
Oregon: Wipf & Stock, 2008), 24.

27 Ibid., 25.
28 조성희, “깔뱅 신학에서 ‘그리스도와 연합’(Unio cum Christo)의 개념 연구,” 23.
29 다손빌, “주석과 교리,” 749.
30   OS 1, 465. 다손빌, “주석과 교리,” 749에서 재인용.

31 Commentaries, on 1 Jn. 2:5, 44 vols (Edinburgh: The Calvin Translation Society, 1843-55). 
본 논문의 232 페이지에서 인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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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성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듯 보인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3을 시작

하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어떤 것

도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한다.32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이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대속 사역이 우리에게는 무

의미한 것이다.33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복음의 상관성을 논한다면 구원론의 칭의와 

성화가 빠질 수 없는 요소인 것 같다. 연구자가 이미 “그리스도와의 연

합”이 칼빈의 구원론에서는 하나의 ‘중심 교리’로서의 역할을 인정받은 

바에 대해 상세히 밝힌 바 있다. 기독교 강요, 3.1.1에서 칼빈은 성령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에게 효과적으로 연결시키는 띠”라고 설명한

다. 어떤 연구자는 이를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개인적이며 주관적으로 적용하시는 구원의 서정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라는 구조를 통하여 객관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에 연결되며 

통합됨”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34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또한 확장된 

의미로 ‘교회의 연합’과의 연계성도 나타낸다고 주장되는 바 있다.35 이

와 같은 연합은 ‘화평의 끈 안에서 한마음을 유지해야 한다’(엡 4:3)는 사

도 바울의 가르침에서 취해진 것이라고 해석된다.

칼빈은 ‘복음’ 외에도 성령, 믿음 등의 다양한 신학 주제를 “그리스도

와의 연합”과 관련시켜 다루었다고 본다.36 또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이해를 바탕으로 성화와 칭의의 교리가 발전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며 

구원의 은혜와 성화론을 연결시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칼빈의 신

학을 잘 나타낸다는 견해도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32 조성희, “깔뱅신학에서 ‘그리스도와 연합’(Unio cum Christo)의 개념 연구,” 9.
33 유태주, “칼빈의 이중은혜론의 의미와 적용,”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77집 (2011년 10월): 59.
34 김은수, “칼빈의 구원론의 이해: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이중은혜’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

총 67권, 1호 (2010년 1월): 173.
35 유창형, 죤 칼빈의 성화론 (용인: 목양, 2009), 108-9.
36 Mark A. Garcia, Life in Christ: Union with Christ and Twofold Grace in Calvin’s Theology (Eugene, 

Oregon: Wipf & Stock, 2008), 16.

의 연계성은 ‘요한 신학과 바울 신학 그리고 더 나아가 신약성서 전체의 

중심 주제로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성서적 복음과 성서적 개념들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은 여러 문헌들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다.37

4 나가는 말

본 논문에서 최성렬 교수는 “그리스도 안의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리스도와의 연합”의 확실한 연관성을 강조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 사상이 칼빈의 신학을 아우르는 ‘사상’ 혹은 ‘신학 방법론’으로 다

뤄져야 한다고 제시한다. 서평자는 이 논문의 연구자와 다른 ‘교리’의 원

어적 의미를 제시하는 신학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그의 ‘교리’와 ‘사상’적 

개념의 차이에 대해 좀더 명확히 알아보고자 했다. 결론적으로 최성렬 

교수가 제안하는 ‘해석학적’ 접근에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 

개념은 칼빈 신학의 중심 주제, 구조적 접근, 내용적 접근 그리고 범위

적 접근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신학 방법론’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충

분한 것으로 보여졌다. 연구자가 인용한 다양한 권위 있는 자료들은 객

관적이고 식견 있는 연구 결과를 맺기 충분했으며 칼빈의 신학에 대한 

학문적 연구에 큰 기여를 했다고 여겨진다. 특별히 그가 1차 자료를 인

용하고자 노력한 점은 ‘너무나 다양하게 퍼져 있는’ 불일치되는 근거 자

료의 적용과 연구들을 의식한 그의 학문적 예리함이라고 보여진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개념의 바른 인식은 그 개념이 친밀하게 구원론

과 연계되어 있고, 복음의 핵심 요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만

으로도 현대 교회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더불어 칼빈은 교회를 “모든 

37 한상민, “칼뱅의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기도 신학을 중심으로 본 개혁주의 영성에 관한 신학적 소

고,” 피어선 신학 논단 제6권, 제1호 (2017년 2월):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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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의 사회, 곧 온 세계에 퍼져 있고 모든 시대에 존재하지만 하나의 

그리스도의 교리와 하나의 성령으로 결합되어 믿음의 통일과 형제의 화

합을 도모하고 준수하는 사회”로 정의한다.38 그의 이와 같은 정의를 바

탕한다면 이 연구 결과가 미치는 영향력의 범위는 더 넓어질 것이다. 종

교개혁 당시에 변질된 교회를 변화시키는 일에 칼빈의 신학이 중요한 신

학적 공헌을 하였다면, 그의 신학에 대한 좀더 바른 이해는 현재 우리 

교회 안의 바른 성장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제까지 “그리스도와의 연합” 개념이 그 가치에 비해 축소적으로 

수용된 면을 고려하고 칼빈의 신학이 재조명되야 하는 과제는 앞으로의 

신학계의 올바른 학문적 발전을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로 비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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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OS 1, 466. 다손빌, “주석과 교리,” 749에서 재인용

부록 IV : 논평 샘플

(Essay-review Sample)

논평 제목 : “ 구속 역사적 관점에서 본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의 융합과 가능성”에 관한 논평
1

최성렬(알파크루시스대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교수)

박형용 박사의 “구속 역사적 관점에서 본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의 융

합과 가능성”에 대한 소중한 논문을 논찬하게 된 것을 참으로 영광스럽

게 생각하며, 결코 쉽지 않은 주제인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의 융합’이라

는 연구를 통해 많은 가르침과 도전을 주신 박형용 박사(이하 연구자)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본 논문은 금번 “2019년 한호 신학 포럼”의 주제가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변화하는 시대의 한 신학적 역할로서 성경신학과 

조직신학 융합의 필요성과 그 연구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

미심장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 

본 논문을 읽으면서 한국의 대표적인 한 성경신학자로서 연구자께서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의 융합과 그 가능성”에 대해서 적지 않은 고뇌를 

했음을 본 논문의 그 구성(Outline)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동시에 본 논

문 전체가 전반적으로 그 주제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논지와 내용의 일

관성을 유지하며 다루어진 것도 역시나 그 체계적인 논문의 구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본 논평 견본(sample)은 2019년 2월 알파크루시스대학의 신학 포럼에서 박형용 박사가 발제한 “구

속 역사적 관점에서 본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의 융합과 가능성”에 대한 논평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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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경신학과 조직신학 융합의 필수 전제
2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의 융합을 위한 시도: 구속역사 이해
3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의 방법론적 공통분모
4 성경신학과 조직신학 연구의 차이점
5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의 융합적 접근의 예
(이탤릭체는 논평자의 강조임)

연구자에 따르면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의 융합 그 가능성의 출발점은 

다름 아닌 성경의 무오성이다. 성경 신구약 66권이 “영감된 정확 무오

한 계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성경신학과 조직신학 융합의 필수 

전제라고 연구자는 주장하고 있다. 이는 두 신학의 융합 시도에 있어서 

가장 권위 있는 근거 자료를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두려는 

연구자의 강한 의도라고 보여진다.

또한 성경신학과 조직신학 융합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연구자는 구

속 역사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다룬다. 이것은 아마도 독자들을 위한 연

구자의 친절한 배려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연구자는 그 두 신학 융합의 

가능성을 다름 아닌 구속 역사적 관점으로부터 발견하기 때문이다. 따라

서 연구자는 선행적으로 독자들에게 구속 역사가 무엇인지를 도표까지 

사용하면서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함으로써 그것의 이해를 돕고 있다.

본 논문은 성경신학과 조직신학 간의 신학적 융합에 대해서 다루면서 

피상적으로 그것의 필요성과 중요성만을 다루지 않는다. 반면에 독자들

을 위해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 방법론을 제시한다. 본 논문이 강조하는 

두 신학 융합 시도의 방법론은 첫째로 “성경 주석을 근거로 접근”하는 

방식이며, 둘째는 “논리적인 과정” 활용을 통한 방식이다. 그 방식들은 

비록 지극히 일반적인 진술에 불과하나 ‘성경 주석’과 ‘논리’라는 성경신

학과 조직신학 안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연구 방식을 놓치지 않으려는 

연구자의 깊은 사료처럼 보인다.

한편 본 논문은 성경신학과 조직신학 융합 시도에 있어서 두 신학 연

구 간의 차이점도 다룸으로써 두 신학의 상호 보완성, 상호 의존성, 그

리고 상호 관계성의 필요를 역설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단순한 이

론에 그치지 않고 구속 역사적 관점으로 성경신학과 조직신학 융합의 

접근 실례들을 다루는 것으로 독자들에게 하나의 연구 모델을 친절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본 논문은 두 신학 간의 융합에 대하여 연구자의 오랜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한 통찰력 있는 이론적 방법론을 제시할 뿐만 아

니라, 실제적인 예들을 보여 줌으로써 그 연구의 방향까지도 명료화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논문은 융합이라는 주제에 맞게 성경신

학과 조직신학의 참고 문헌을 균형 있게 활용하려고 고심한 흔적이 보

이며, 가급적이면 권위 있는 자료들을 인용하려는 학문적 예리함도 보

인다. 논평자로서 이런 좋은 논문을 대하면서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 대

해서는 앞으로 좀더 고민하고 검토할 과제라고 제안한다:

첫째, 디모데후서 3:16에서 바울이 언급한 “모든 성경(πᾶσα γραφὴ)”

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5권(요한복음,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 요한계시록)

을 제외한 신약성서 전권이라는 주장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논

문, pp. 1-2 참고). 왜냐하면 지금의 신약성경 중 일부가 초기 교회 교부들

에게 권위 있는 책으로 인정되기는 했으나, 실제적으로 신약성경의 정

경화 과정은 4세기 후반에 가서야 비로소 공식적으로 완성되었기 때문

이다(힙포 공의회 & 카르타고 공의회, AD 393 & 397). 한편 신약성경 안에는 바

울의 저작도 상당수 존재하는 바 그가 자신의 글들에 대하여 스스로 “성

경”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서 바울이 말

한 “모든 성경(πᾶσα γραφὴ, All Scripture)”은 사실상 구약을 의미했을 가능

성이 크다(참고, Theologie des Neuen Testaments II, 2010).

둘째, 구속 역사의 이해를 다룰 때 지나치게 그리스도 중심적(Christo-

centric) 관점으로 접근하는 방식 역시도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논

문, pp. 4-7 참고). 왜냐하면 우선 본 논문은 그 서두에서 구속 역사와 계

시 역사의 긴밀한 상관성을 다룰 때 하나님의 행위와 계시의 유기적 관

계를 강조했기 때문이다. 한편 성경신학과 조직신학 융합의 필수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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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다룰 때는 성령의 영감성을 강조했다. 따라서 구속 역사적 관점을 다

룰 때 그리스도(또는 기독론) 중심적 관점뿐만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적(Trinity-centric) 관점으로도 접근해야 논지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적으로도 신구약 성경은 구속 역사를 철저히 삼위일

체 중심으로 보여 주고 있다(참고, New Testament Theology: Magnifying God in 

Christ, 2011).

셋째,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주로 그의 지상으로만 제한하는 것 같

은 진술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논문, pp. 4-5 “사건-행위” 참고). 왜

냐하면 본 논문의 다른 곳에서는 바울 서신의 다양한 구절들을 인용하

여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설명할 때 마치 그의 승천 이후 후속 사역으

로 구원 사역이 여전히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기 때

문이다(논문, p.16 참고). 그 대표적인 사역이 그리스도 자신과 성도 간의 

연합(unio cum Christo) 사역이다. 그런 관점에서 논지의 일관성 유지를 위

해서라도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그의 지상 사역뿐만 아니라 승천 후 

성령을 통한 후속 사역으로 보는 것도 재고되어야 할 것 같다(참고, The 

Theology for the Community of God, 2003).

넷째, 본 논문의 내용 중 “두 분야(조직신학과 성경신학) 사이의 관계를 

정립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우월권을 갖는 것은 성경신학이다”라는 

진술도 재고되어야만 한다(논문, p. 10 참고). 왜냐하면 우선 연구자는 논

문의 다른 곳에서 종종 “성경신학과 조직신학 중 어느 쪽이 더 우월하

다고 말할 수 없다”고 모순적인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논문, p. 20 등 

참고). 조직신학자 한 사람으로서 본 논평자는 두 신학 융합 시도에 있

어서 상호 작용, 상호 보완성, 상호 의존성, 그리고 상호 관계성을 중

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참고, The Hermeneutics of Doctrine, 2016; Five Views on 

Biblical Inerrancy, 2016). 성경신학자인 연구자와는 달리 조직신학자인 본 

논평자는 오히려 조직신학이 성경신학의 주석과 해석에 있어서 그 신

학적, 교리적, 그리고 해석학적인 논리적 틀을 제공한다고 보기 때문에

(The Christian Faith, 2012. “아마도 조직신학과 가장 가까운 하위 학문 분야는 성경신

학일 것이다”), 두 신학 간의 결정적인 우월권은 상호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다섯째, 구원의 서정(ordo salutis)의 논리적 순서를 다루면서 “그리스도

와의 연합”을 부르심, 중생, 회심, 칭의, 수양,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 

다음에 둔 것도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논문, p. 15 참고). 왜냐하면 

우선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이 구원의 과정 전 영역과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 본 논문의 다른 진술과 모순되기 때문이다(논문, p. 16 참고). 본 

논문이 인용한 바 있는 위대한 종교개혁자 칼빈 역시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구원의 서정(the order of salvation) 전 과정과 연관 있는 마치 구원

론의 하나의 핵심 교리 또는 핵심 사상처럼 다루고 있음에 주의를 기울

일 필요가 있다(참고, Institutes, III; The Theology of John Calvin, 2008). 

여섯째, 앞서 논평한 것처럼 본 논문이 참고 문헌들을 주로 권위 있

는 자료들로 인용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그럼에도 한 가지 아쉬운 점

은 그 참고 문헌들이 최근의 신학적 경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다. 실제로 본 논문은 그 안에 약 42개의 참고 자료들을 인용하고 있

으나 그중 1960년대 이전의 자료가 25개로 전체 자료의 절반 이상이며, 

1970년대 자료는 7개이다.

일곱째, 서두에서 논평한 바와 같이 본 논문이 단순한 이론에 그치지 

않고 구속 역사적 관점에서 성경신학과 조직신학 융합의 접근 실례들을 

다룸으로써 독자들에게 실제적인 유익을 가져다준다는 점에서는 참으로 

긍정적이다. 그럼에도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실천론적 적용을 다루면서 

그 실제 현장이 되는 현대의 교회적 상황(ecclesiastical context)을 놓치고 있

는 점이다(참고, An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Context, Methods and Ministry 

Formation, 2013). 실제적으로 본 논문이 제시한 두 신학 융합의 접근 실례

인 성경 본문들 중 로마서 8:30은 개인적 차원의 구원(논문, p. 16 참고)을 

넘어서는 “그들을”(τούτους, those)이라는 복수형을 상당히 빈번하게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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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본문을 통해 성경신학과 조

직신학 융합의 접근 실례를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오늘날 우리 교회적 

상황(특히 호주 한인 디아스포라 context) 안에서의 보다 구체적인 실천론적 

적용 방향도 다룰 필요가 있어 보인다.

마지막 여덟째,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의 융합의 접근적 예”를 다룰 때 

그 신학 융합의 성격에 맞게 “조직신학적 접근” 따로, “성경신학적 접

근” 따로가 아닌 그 두 신학적 접근 방식 둘 다를 반영한 통전적인 융합 

방식(예⃝ 조직·성경신학 융합적 접근)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한걸음 

더 나아가 본 신학 포럼의 주제인 “변화하는 시대와 신학적 역할: 학제 

융합, 그 필요성과 방향”에 맞게 ‘신학과 신학’ 간의 융합적 시도를 넘어

서 ‘신학과 타학문(음악, 예술,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등)’과의 진정한 의미에

서의 학제 융합(interdisciplinary)을 시도하는 것도 시대적 요구가 아닌가 

생각한다(참고, Hermeneutics: An Introduction, 2012).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의 신학이 자기 세계에 갇혀 무기력하게 변방으로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 계시의 영향력을 가지고 다른 학문과 대중 문화 

등을 선도하기 위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학제 융합, 그리고 그 신학적 역

할과 방향 제시 시도가 요구된다. 

위의 몇 가지 본 논평자의 제안은 조직신학적 관점에서 본 편향적인 

문제들로서 이러한 제시가 저명하신 박형용 박사님 논문의 가치를 훼손

하지 않는다. 오랜 연구 경험과 다양한 권위 있는 자료들을 인용한 객관

적이고 식견 있는 연구 결과는 오히려 변화하는 시대에 성경신학과 조

직신학 융합의 한 신학적 역할을 감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논문을 통하

여 두 신학 간의 구속 역사적 관점에서의 융합과 가능성을 가르쳐 준 박

형용 박사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

부록 V : 학문적 글쓰기 평가 기준 

(Academic Writing Evaluation Criteria)

1 에세이 평가 기준(Essay Evaluation Criteria)

Subject: Name: Student No.

Fail Pass Credit Distinction High Distinction

■  Ideas 아이디어 40% 

■  과제/질문과의 관련성 및 핵심 주제를 

파악했는가

■  Relevant to set task/question, 
identified the key issues

■  논리성 & 일관성 Logical & Coherent 
■  (내용의 적절성과 이해 

content reasonable & comprehensible)

■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사고로 서술하고 

원만하게 통합되었는가

■  Creative and original thoughts 
delineated & well-integrated

■  전반적으로 비평적 논점이 학문성 높게 

전개되었는가

■  Critical points in higher academic level
 

■  Research Method 연구 방법 30%

■  적절하고도 독특한 연구 방법론을 

사용한 논술이 전개되었는가

■  Appropriate and creative research 
methodology used

■  적절한 학문적 자료 사용 & 폭넓은 

자료에 근거하는가 

■  Appropriate academic sources used & 
breadth of sources relied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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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2차 자료들뿐만이 아니라 

1차 자료를 다루고 있는가

■  Primary references and secondary 
references 

■  최근의 학술 문헌을 포함하는가

■  Current journal literature included
 

■  Organization 논문의 구성 10% 

■  아이디어와 논증의 구조 및 목차(순서)

■  Structure & sequence (order) of ideas 
& argumentation

■  서론 및 결론 형식의 명확성

■  Strength of Introduction & Conclusion
 

■  Language 용어 사용 10% 

■  학문적인 문체 Academic Tone

■  문법 및 문장 구조

■  Grammar & sentence construction

■  성별 구분의 포괄적인 용어 사용

■  Gender inclusive terminology

■  맞춤법 및 문장 부호

■  Spelling & punctuation
 

■  Mechanics 논문 형식 10% 

■  각주: 주장 및 인용의 충분한 참조

■  Footnoting: Ideas & quotations 
sufficiently referenced

■  각주: 바른 양식의 사용

■  Footnoting: Correct style adhered to

■  참고 문헌: 바른 양식과 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었는가

■  Bibliography: Correct style & 
appropriate inclusion of texts 

■  제목, 레이아웃, 단어 수

■  Headings, layout, word count
 

■  Comments: Final Grade

■  Marker: Date:

2   학문적 서평 평가 기준(Academic Book-review Evaluation Criteria)

Subject: Name: Student No.

Fail Pass Credit Distinction High Distinction

■  Understanding the Text
서평 자료 이해 30% 

■  서평 자료 내용의 전반적 이해도

■  Overall understanding of the book/
article 

■  저자의 핵심 논지 및 관점 이해도

■  Understanding of the author’s central 
statement and perspective

■  저자의 논술 기법과 연구 방법 이해도

■  Understanding of the author’s research 
method and argument technique

 

■  Objective & Academic Criticism 
객관적 & 학문적 비평 30%

■  서평 자료 주제와 연관된 참고 자료를 

인용한 비평

■  Criticism of the text with citation 
through references related to the text

■  논리성과 일관성 있는 서평 자료 비평

■  Logical and coherent criticism 

■  최근 연구나 학술 문헌을 이용한  

서평 자료 비평

■  Criticism of the text using recent 
research reference or academic 
literature

 

■  Personal Evaluation & Comment 
of the Text 
서평자 자신의 해석과 평가 20% 

■  서평자 자신의 독특한 관점으로 

서평 자료 해석 또는 평가

■  Comment or evaluation of the text by 
student’s own perspective

■  콘텍스트와의 연관성을 가진 평가

■  Evaluation of the text with the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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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review Format and Structure
서평 형식과 구조 10%

■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과 구조

■  Format and structure of introduction, 
main body, conclusion

■  각주 & 참고 문헌 등 바른 양식과 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었는가

■  Footnoting & bibliography, correct 
style & appropriate inclusion of texts 

■  제목, 레이아웃, 단어 수 

■  Headings, layout, word count
 

■  Language 언어 10% 

■  학문적이고 서평적인 문체

■  Academic and book-review tone

■  문법 및 문장 구조

■  Grammar & sentence construction

■  성별 구분의 포괄적인 용어 사용

■  Gender inclusive terminology

■  맞춤법 및 문장 부호

■  Spelling & punctuation
 

■  Comments: Final Grade

■  Marker: Date:

3 연구 발제 평가 기준(Research Presentation Evaluation Criteria)1

Subject: Name: Student No.

Fail Pass Credit Distinction High Distinction

■  Understanding Topic 주제 이해 40% 

■  발제 주제 이해도 

Understanding the topic of 
presentaion

■  선행 연구에 대한 이해도

 Understanding of previous research

■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사고 반영 정도

Creative and original thoughts 
application level

■  비평적 논점의 학문성 정도

Critical points in higher academic 
level

 

■  Research Presentation Method 
연구 발제 방법 40%

■  적절하고도 폭넓은 학문적 자료 사용 

Appropriate and breadth academic 
sources used

■  발제 주제에 관한 최근의 학술 문헌 

포함 정도 

Current journal literature included 
regarding the presentation topic

■  콘텍스트와의 연관성 안에서의 학문적 

중요성 정도 

Level of academic importance 
within the context

 

1   발제(presentation)에 관한 기술과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고하라. Steven A. Beebe and 
Susan J. Beebe, Public Speaking: An Audience-Centered Approach, 9th ed. (Harlow: Pearson 
Education Limited, 2015); John Holgate and David Coulter, Speak with Confidence (London: 
Stanley Paul & Co. Ltd, 1974); 문용식,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한국로고스연

구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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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 Presentation 
Mechanics 
언어와 발제 기법 20% 

■  학문적이고 객관적 용어 사용 

Academic tone and objective 
language

■  논리성과 일관성 

Logical and coherent

■  활발한 토의 유도 

Lead to active discussions

■  바른 양식의 사용 

Correct style adhered to

■  단어 수 

Word count
 

Comments: Final Grade

Marker: Date:

4 논문 프로포절 평가 기준(Essay Proposal Evaluation Criteria)

Subject: Name: Student No.

Fail Pass Credit Distinction High Distinction

■  Ideas 아이디어 40% 

■  논리성 & 일관성 Logical & Coherent 
(내용의 적절성과 이해 

content reasonable & comprehensible)

■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사고로 서술하고 

원만하게 통합되었는가 

Creative and original thoughts 
delineated & well-integrated

■  과제/질문과의 관련성 및 핵심 주제를 

파악했는가 

Relevant to set task/question, 
identified the key issues

 

■  Research 연구 방법 20%

■  적절한 학문적 자료 사용 

Appropriate academic sources used

■  폭넓은 자료에 근거하는가 

Breadth of sources relied on

■  최근의 학술 문헌을 포함하는가 

Current journal literature included
 

■  Organization 논문의 구성 20% 

■  아이디어와 논증의 구조 및 목차(순서) 

Structure & sequence (order) of ideas 
& argumentation

■  서론 및 결론의 명확성 

Strength of Introduction & Conclusion
 

■  Language 용어 사용 10% 

■  학문적인 문체 

Academic Tone

■  문법 및 문장 구조 

Grammar & sentence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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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구분의 포괄적인 용어 사용 

Gender inclusive terminology

■  맞춤법 및 문장 부호 

Spelling & punctuation
 

■  Mechanics 논문 형식 10% 

■  각주: 주장 및 인용의 충분한 참조 

Footnoting: Ideas & quotations 
sufficiently referenced

■  각주: 바른 양식의 사용 

Footnoting: Correct style adhered to

■  참고 문헌: 바른 양식과 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었는가 

Bibliography: Correct style & 
appropriate inclusion of texts 

■  제목, 레이아웃, 단어 수 

Headings, layout, word count
 

Comments: Final Grade

Marker: Date:

5 사례 연구 평가 기준(Case Study Evaluation Criteria)

Subject: Name: Student No.

Fail Pass Credit Distinction High Distinction

■  Relevancy of Case Study 
사례 연구의 적절성 40% 

■  사례의 적절성과 실재성 

Relevancy and substantiality of Case 
Study

■  사례의 빈도와 신뢰도 

How frequency would it be happened 
and reliability

■  연구 주제와의 관련성 

Relevance to research theme

■  사례 연구 주제의 독창성과 창의성 

Originality and creativity of case study 
topics

 

■  Research Method 연구 방법 40%

■  수집, 분석, 통계의 학문적, 체계적, 
과학적 방법 

Academic, systematic, and scientific 
method of collection, analysis and 
statistic

■  사례 연구 방법의 객관성과 정확성 
Objectivity and Accuracy in Case 
Study Methods

■  사례 연구의 관련 이론과 선행 연구 
자료의 이해도 

Understanding of case studies’ relevant 
theories and precedent research

■  성서와 신학과의 논리적 관련성 

Logical relevance to the Scripture and 
theology

 

■  Progress and Application 
전개와 적용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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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확한 학문적 표현 
Distinct and academic expressions

■  서론, 본론, 결론의 적절성, 체계성, 
논리성 정도 

Relevancy, systematic, logical level of 
introduction, main body, and conclusion

■  적용의 가능성과 중요성 정도 

Possibility and importance level of 
application

■  바른 양식 사용 

Correct style
 

Comments: Final Grade

Marker: Date:

부록 VI : 성적 분포 및 평가 

(Grade Criteria)

본 부록에서 다룰 “성적 분포 및 평가”는 알파크루시스대학의 평가 

제도이다.1 그러나 그 내용은 호주를 비롯한 영국과 유럽 대학들의 일반

적인 평가 제도와 비슷하다. 한마디로 그 평가 제도는 일차적으로 공정

성, 체계성, 정확성, 객관성, 그리고 전문성 있는 성적 평가를 위한 것

이다. 그러나 그 평가 제도는 단순히 평가자를 위한 것만은 아니다. 그 

안에는 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평가 기준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

이다.2

그런 관점에서 학생들은 성적 분포와 평가 기준을 명확히 이해할 필

요가 있다. 그 내용에 따라 과제물을 수행할 때 학생들의 학업 성과와 

성취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본 부록의 평가 기

준이 요구하는 내용을 학문적 글쓰기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때 학문성 

높은 논문들이 작성될 것이다. 반면에 평가자는 보다 정확하고 전문성 

높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1 https://www.ac.edu.au/ppm/grading-policy/
2 본 부록 안에서 다루는 ‘평가 기준’은 학문적 글쓰기의 일반적인 성적 평가 기준과 대동소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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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E3 과정의 성적 분포

알파크루시스대학 HE 과정의 성적 분포는 다음과 같다:

성적 점수

•Fail 0 – 49점

•Pass 50 – 64 점

•Credit 65 – 74점

•Distinction 75 – 84점

•High Distinction 85 – 100점

2 HE 평가 기준 

2.1 Fail(0-49%)

다음의 경우에는 Fail에 해당된다(이 성적은 과목의 과제물 목표를 충족하지 

않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된다):

•인용, 참고 문헌, 각주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표절을 한 경우
•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였으며, 개인의 독창적 사
고가 결여되고, 관련 자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  개요가 분명하지 않고, 논리 전개에 일관성이 없고, 논리성이 부족한 경
우

•  언어(신학 용어 포함) 구사가 부족하고, 철자 및 문법에 오류가 많은 경우
•  관련 문헌에 대한 참고 자료가 부족하고, 주요 일차 자료에 대한 언급이 
없고, 이차 자료도 빈약한 경우

2.2 Pass(50-64%)

다음의 경우에는 Pass에 해당된다(이 성적은 과목의 과제물 목표를 만족시키

3 알파크루시스대학의 HE(Higher Education) 과정은 BTh, BMin, MA, 그리고 MTh 등 주로 학사

와 석사 과정을 의미한다. 

는 성과를 보인 다음의 경우에 해당된다):

•  인용, 참고 문헌, 그리고 각주 관련 형식 요구 사항을 충족한 경우
•  질문을 충분히 이해하고, 제시된 주제를 소화하며, 일정 수준의 독창적 
사고와 관련 자료 토론이 제시된 경우

•명확한 개요를 바탕으로 적절한 주장을 끝까지 잘 유지한 경우
•  개념을 명확하게 사용하는 능력을 보이고 철자 및 문법 등이 적합한 경우
•  충분한 관련 이차 자료를 참고했지만, 일차 자료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
는 경우

2.3 Credit(65-74%)

다음의 경우에는 Credit에 해당된다(이 성적은 과목의 과제물 목표를 보통 이

상의 우수한 수준에서 성과를 보인 다음의 경우에 해당된다):

•인용, 참고 문헌, 그리고 각주 관련 형식 요구 사항을 충족한 경우
•  질문을 충분히 이해하고, 폭넓은 독서를 바탕으로 제시된 주제를 소화하
며, 일정 수준의 독창적 사고를 전개하며, 주도적인 관련 자료 토론이 제
시된 경우

•명확한 개요를 바탕으로 적절한 주장을 정교하게 잘 전달하는 경우
•  개념을 명확하고 재능 있게 사용하는 능력을 보이고, 철자 및 문법 등에 
오류가 적은 경우

•충분한 관련 일차 및 이차 자료를 참고한 경우

2.4 Distinction(75-84%)

다음의 경우에는 Distinction에 해당된다(이 성적은 과목의 과제물 목표를 

매우 높은 학문적 방식과 탁월한 수준에서 성과를 보인 다음의 경우에 해당된다):

•  인용, 참고 문헌, 그리고 각주 관련 형식 요구 사항을 상당히 만족스럽게 
충족한 경우

•  질문과 주제를 충분히 폭넓게 이해하고, 폭넓은 독서를 바탕으로 제시된 
주제를 깊이 있게 소화하며, 고급 수준의 독창적 사고를 전개하며, 주도
적인 관련 자료 토론이 제시된 경우

•  명확한 개요를 바탕으로 정교하게 주장을 전개하며, 관련 분석을 학제 간 
적용한 경우

•  개념을 명확하고 재능 있게 사용하는 능력을 보이고, 전문성 있는 용어들
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용하며, 철자 및 문법 등에 오류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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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한 관련 일차 및 이차 자료를 참고하며, 높은 수준에서 비평적으로 
상호 논점 교류가 가능하고,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중요한 자료를 연관
시켜 분석하는 경우

2.5 High Distinction(85-100%)

다음의 경우에는 High Distinction에 해당된다(이 성적은 과목의 과제물 목

표를 예외적으로 매우 높은 학문적 방식과 최고 수준의 인정을 받을 만큼의 성과를 보인 

다음의 경우에 해당된다):4

•HD는 예외적으로 탁월한 과제물을 위한 평가 기준임
•Distinction 요건을 충족한 경우 
•  학제 간 관련 자료들을 폭넓게 소화하고, 해당 주제를 일관성 있게 다양
한 정보를 정교하게 다루면서 학문적 토론 분야를 잘 숙지하고, 방법론과 
개념적 툴을 매우 높은 학문적 수준에서 능숙하게 구사하며, 매우 높은 
수준의 창의적 사고와 학문적 교류를 나타내는 경우 

3 VET5 과정의 성적 분포 

알파크루시스대학 VET 과정의 성적 분포는 다음과 같다:

성적 점수 표기 방식

•Not Yet Satisfactory  N

•Satisfactory S

•Good   G

•Very Good V

•Excellent  E

4 HD(High Distinction)라는 평가는 해당 논문이 저명한 신학 저널에 실릴 정도의 수준, 박사 학위 논

문과 거의 같은 학문적 수준, 그리고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수준 등을 의미한다. 호주, 영국, 유럽 등의 

대학 기관에서 HD 점수를 받는 학생은 거의 없다.

5 알파크루시스대학의 VET(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과정은 Cert IV, Diploma, Advance 
Diploma, 그리고 Graduate Diploma 등 주로 준학사와 준석사 과정을 의미한다.

4  VET 평가 기준

4.1 Not Yet Satisfactory(N)

다음의 경우에는 Not Yet Satisfactory에 해당된다:

•  학생이 교과목의 해당 과제물을 불충분하게 수행했거나, 아니면 수행한 
증거를 아직 충분하게 보여 주지 못한 경우

4.2 Satisfactory(S)

다음의 경우에는 Satisfactory에 해당된다:

•  학생이 교과목의 해당 과제물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충족 조건들을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충분하게 보여 준 경우

4.3 Good(G)

다음의 경우에는 Good에 해당된다:

•  학생이 교과목의 해당 과제물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보통 수준을 넘어서 
양호하게 논증하거나 수행한 경우

•과제물과 관련된 폭넓은 참고 자료들을 인용하고 다룬 경우

4.4 Very Good(V)

다음의 경우에는 Very Good에 해당된다:

•  학생이 교과목의 해당 과제물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상당히 높은 체계적 
수준에서 다룬 경우

•과제물의 요구 사항들을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수준에서 다룬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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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cellent(E)

다음의 경우에는 Excellent에 해당된다:

•  학생이 교과목의 해당 과제물을 예외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에서 충족한 
경우

•  해당 과제물의 요구 사항들을 매우 높은 능숙하고 숙련된 수준에서 다룬 
경우

•  매우 높은 독창적, 창의적, 그리고 비평적 사고와 자료들을 과제물에 적
용한 경우

부록 VII : 설문 통계 자료 샘플 

(Survey Statistics Data Sample)

호주 시드니 기독교 이단과 그들의 종말 사상에 대한

설문 통계 분석: 구원파와 신천지를 중심으로

1 호주 시드니 한인교회 설문 통계와 그 특징

설문 조사는 2019년 3월부터 5월까지 총 2달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의 주요 대상은 호주 시드니 내 

한인 교회들의 출석 교인들이다. 직접 면접을 통해 총 200부의 설문지

가 배부되었고, 그중 189부를 회수하였다. 그중 불성실한 응답자 및 결

측 값을 제외하고 총 178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1”과 같

다. 세부적인 연령층을 보면 70대 이상이 32.6%로 가장 높았다. 그 뒤

로 50대가 21.9%, 60대가 16.9%, 40대가 14%, 30대가 10.1%의 순이

다. 교회 직분에 대한 통계는 집사가 32.5%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 성

도가 24.5%, 권사가 20.9%, 장로가 7.4%의 순이다. 그 구체적인 통계 

분석 자료는 다음과 같다:

항목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연령 20대 이하 8 4.5 4.5

연령 30대 18 10.1 14.6

연령 40대 25 14.0 28.6

연령 50대 39 21.9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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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60대 30 16.9 67.4

연령 70대 이상 58 32.6 100.0

교회 직분 성도 40 24.5 24.5

교회 직분 교사 9 5.5 30.0

교회 직분 집사 53 32.5 62.5

교회 직분 장로 12 7.4 69.9

교회 직분 성가대 8 4.9 74.8

교회 직분 권사 34 20.9 95.7

교회 직분 부목회자/전도사 5 3.1 98.8

교회 직분 담임목사 2 1.2 100.0

표 1. 설문자 인구 통계학적 특성

2 설문 각 질문에 대한 구체적 통계 분석

설문 1.   호주 시드니에서 가장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이단으로 생각되는 

집단은?

호주에서 제일로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이단으로 생각되는 집단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신천지라는 응답이 52.1%, 여호와의 증인이 

40.8%, 구원파라는 응답이 7.1%로 신천지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여 주

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설문 번호 항목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1 신천지 88 52.1 52.1

1 여호와의 증인 69 40.8 92.9

1 구원파 12 7.1 100.0

표 2. 호주 시드니에서 가장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이단으로 생각되는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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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구원파여호와의 증인

그림 1. 호주 시드니에서 가장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이단으로 생각되는 집단

설문 2. 호주 시드니에서 나는 이단을 보거나 만난 적이 있다.

호주 시드니에서 “나는 이단을 보거나 만난 적이 있다”라는 설문에 

대한 분석 결과 1년에 한두 번이라는 응답이 56%로 과반수를 넘었고, 

전혀 없다가 27.4%, 아주 빈번히라는 응답이 8.1%, 1개월에 한두 번이

라는 응답이 5.1%로 파악되었다.

설문 번호 항목 빈도 올바른 퍼센트 누적 퍼센트

2 전혀 없다 48 27.4 27.4

2 1년에 한두 번 98 56.0 83.4

2 6개월에 한두 번 6 3.4 86.8

2 1개월에 한두 번 9 5.1 91.9

2 아주 빈번히 14 8.1 100.0

표 3. 호주 시드니에서 나는 이단을 보거나 만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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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호주 시드니에서 나는 이단을 보거나 만난 적이 있다.1 

1   본 설문 조사는 한국통계자료연구소의 SPSS v.22.0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통계 분석을 하였다. 

부록 VIII : 신학 용어

(Theological Terminology)

1 신학 사상의 유형

Evangelism: 복음주의, biberalism: 자유주의, neoorthodoxy: 신

정통주의, fundamentalism: 근본주의, neoevangelism: 신복음주의, 

conservatism: 보수주의, progressivism: 진보주의, puritanism: 청교도

주의, radicalism: 급진주의, new theology: 신 신학, humanism: 인도

주의, pelagianism: 펠라기우스주의, semipelagianism: 반펠라기우스주

의, calvinism: 칼빈주의, wesleyanism: 웨슬리주의, nominalism: 유명

론, pietism: 경건주의, postliberalism: 후기 자유주의, Protestantism: 

개신교, radical reformation: 급진 개혁. 

2 신학의 종류 및 신학 구분 

Biblical theology: 성서신학, historical theology: 역사신학, systematic 

theology: 조직신학, pratical theology: 실천신학, homiletics: 설교학, 

liturgics: 예배학, pastoral theology: 목회학, pastoral counceling: 

목회상담, missiology: 선교학, church growth: 교회성장학,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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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on: 교회행정학, Christian education: 기독교교육, theology 

of ministry: 목회학, prolegomena: 서론, the doctrine of God: 신론, 

Christology: 기독론, soteriology: 구원론, pneumatology: 성령론, 

anthropology: 인간론, ecclesiology: 교회론, eschatology: 종말론.

3 교파 및 이단 종파

The Roman Catholic: 천주교, the Greek Orthodox Church: 그리스 

정교회, Jesuit: 예수회, the Lutheran Church: 루터교, the Anglican 

church(the Episcopal Church): 성공회, the Reformed Church: 개혁교회, 

the Methodist Church: 감리교, the Congregational Church: 회중교

회, the Holiness Church: 성결교, the Presbyterian Church: 장로교, 

the Baptist Church: 침례교, Quaker: 퀘이커, Salvatioa Army: 구세

군, Church of Christ: 그리스도교, Pentacostal Church: 오순절교회, 

Mormonism: 모르몬교, Seventh Day Adventists: 제7일안식일예수재

림교.

4 현대 신학의 종류 

Libaration theology: 해방신학, black theology: 흑인신학, feminine 

theology: 여성신학, political theology: 정치신학, minjung theology: 

민중신학, secularization theology: 세속화신학, theology of hope: 희

망의 신학, process theology: 과정신학, the death of God theology: 사

신신학, narrative theology: 담화신학(이야기신학), postmodern theology: 

탈근대주의신학, pluralism theology: 다원주의신학, fundamentalism 

theology: 근본주의신학, orthodox theology: 정통신학. 

5 해석학 용어

Interpretation: 해석, allegory: 비유(은유), simile: 직유, literal: 문

자적인, literal interpretation: 문자적 해석, symbol: 상징, symbolic 

interpretation: 상징적 해석, hermeneutics: 해석학, exegesis: 석의,  

eisgesis: 자의적 해석, exposition: 주해, commentary: 주석, methodology: 

방법론, dictation theory: 축자 영감설, plenary inspiration: 완전 영감설.

6 계시론 용어

The doctrine of the Revelation: 계시론, natural theology: 자연신학, 

revealed theology: 계시신학, the knowledge of God: 신 인식, natural 

revelation: 자연계시, supernatural revelation: 초자연계시, common 

revelation: 일반계시, special revelation: 특수계시, analogia entis: 존

재유비, analogia fidei: 신앙유비, analogia relationis: 관계유비. 

7 신론 용어

The Doctrine of God: 신론, monotheism: 단일신론, henotheism: 

단일신론, polytheism: 다신론, deism: 이신론, pantheism: 범신론, 

paentheism: 범재신론, theism: 유신론, atheism: 무신론, scepticism: 

회의주의, agnostics: 불가지론, synergism: 신인협동설, syncret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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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혼합주의, anthropomorphism: 신인동형론, Pelagianism: 펠라기우 

스주의, Unitarianism: 유니테리안주의, teleological: 목적론적인, telos:  

목적인, destiny: 운명, lordship: 주권, sovereign: 주권의, Godhead: 

신격, Divinity: 신성, Aseity: 자존성, self-existent: 자존하는, 

Omnipotence: 전능성, Omniscience: 전지성, Omnipresence(Ubiquity): 

편재성, presence: 임재, absence: 부재, Eternity: 영원, chronos: 크로 

노스 시간, kairos: 카이로스 시간, Being: 존재, Existence: 실존, Reality:  

실재, entity: 실제로 존재하는 것, creation out of nothing(creatio ex nihilo):  

무로부터의 창조, intervention: 신적인 간섭, Providence: 섭리, universe 

(cosmos): 우주, predestination: 예정, theodicy: 신정론. 

8 삼위일체론 용어

The doctrine of the Trinity: 삼위일체론, the Trinity: 삼위일체, the 

Triune God: 삼위일체 하나님, substance(Being, Ousia): 본체, Person: 

위격(인격), substance: 본질, una substantia: 한 본질, tres personae: 

세 위격, ousia: 본질, hypostasis: 위격, prosopon: 위격, physis: 본

질, homoousios: 동일본질, distinctio non divisio: 구별 그러나 불분

리, perichoresis: 상호충만, immanent trinity: 내재적 삼위일체론, 

economic trinity: 경륜적 삼위일체론, generation: 생성, filiation: 아

들 됨, procession: 발출, vestigia trinitatis: 삼위일체의 흔적, modus 

entis: 존재 양태, communicatio essentiae: 본질교류, communicatio 

idiomatum: 속성교류, communicatio operationum: 이행교류. 

9 그리스도론 용어 

Christology: 기독론, unio hypostatica: 위격적 연합, Vere Deus Vere 

Homo: 참 하나님 참 인간, Christology from below: 아래로부터의 기

독론, Christology from above: 위로부터의 기독론, Docetism: 가현

설, exaltation: 승귀, kenosis theory: 비하 이론, Incarnation: 성육신, 

Virgin Birth: 동정녀 탄생 the earthly ministry of Jesus: 공생애 사

역, the suffering servant: 고난 받는 종, the covenant of grace: 은혜

언약, covenant theology: 언약 신학, Logos Christology: 로고스 기

독론, angelic Christology: 천사적 기독론, angelogy: 천사학, lamb: 

양, little lamb: 어린양, crucifixion: 십자가에 달리심, mediator: 중재

자, redemption: 구속 salvation: 구원, extrication: 구출, substitution 

theory: 형벌대속 이론, atonement: 속죄, propitiation: 화목(하나님과 인

간 사이의), reconciliation: 화해(인간과 인간 사이의 양면적인 상태), historical 

jesus: 역사적 예수, kerygmatic Christ: 선포적 그리스도, proclaimer: 

선포자, proclaimee: 선포된 자, kerygma: 선포, ho logos sarx egeneto: 

말씀이 육신이 됨, munus triplex(threefold offices): 그리스도의 삼중직, 

prophet: 선지자, priest: 제사장, king: 왕. 

10 인간론 용어 

Anthropology: 인간론, creation: 창조, sin: 죄, depravity: 타

락, new creation: 새창조, trichotomy: 삼분설, dichotomy: 이분

설, body(soma): 몸, soul(nephesh, psyche): 혼, spirit(ruach, pneuma): 영, 

flesh(sarx): 육, mind(nous, dianonia): 정신, heart(leb, kardia): 마음, passion: 

열정, emotion: 정서, intellect: 지성, will: 의지, free will: 자유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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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ntion: 의도, disposition: 성향, reason: 이성, understanding: 오성. 

11 구원론 용어 

Soteriology: 구원론, reconciliation: 화해, propitiation: 화목, 

sacrifice: 희생, redemption: 구속, restoration: 회복, salvation: 구

원, union: 연합, union with Christ(unio cum Christo): 그리스도와의 연

합, foreknowledge: 예지, predestination: 예정, vocation(calling): 부

르심, regeneration(rebirth): 중생, conversion: 회심, confession: 고

백, faith: 믿음, repentance: 회개, justification: 칭의, adoption: 양

자됨, sanctification: 성화,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 

glorification: 영화, eternal security: 구원의 보증, ordo salutis: 구원의 

순서, prevenient: grace: 선행적 은총, communion: 하나 됨, justitia 

infusa(infusion of righteousness): 의의 주입, justitia imputation(imputation of 

righteousness): 의의 전가.

12 교회론 용어 

Ecclesiology: 구원론, council: 교회회의, creed: 신경, Apostle: 사

도, the Apostle’s Creed: 사도 신경, the Lord’s Supper(eucharist): 성

만찬, transubstantiantionism: 화체설, consubstantiationism: 공체설, 

spiritual presence: 영적 임재설, commemoration: 기념설, Beautitude: 

산상수훈, Benediction: 축도, prayer: 기도, intercession(intercessory 

prayer): 중보기도, intervention: 간섭, congregation 회중, presbyters: 

장로들, deacon: 집사, bishop(overseer): 감독, pastor(reverend, minister): 

목사, shepherd: 목자, archbishop: 대주교, cardinal: 추기경, baptism: 

침례, baptismal regeneration: 침례시에 중생이 일어난다는 견해, state 

church: 국가 교회, liturgy: 예식, sacrament: 성례, Anabaptist: 재침

례교도, paedobaptism: 유아 세례, sabbath: 안식일, canon: 정경.

13 종말론 용어 

Eschatology: 종말론,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the 

Millennium: 천년왕국론, Amillennialism(Amillenarianism): 무천년

설, Premillennialism(premillenarianism): 전천년설, Postmillennialism 

(postmillenarianism): 후천년설, Dispensationalism: 세대주의, 

Progressive Dispensationalism(Neodispensationalism): 점진적 (신) 세대주

의, the coming of Christ: 그리스도의 오심, the intermediate state: 중

간기(죽음과 부활 사이의 상태), the doctrine of soul sleep: 영혼 수면설, 

limbo: 지옥의 변방, purgatory: 연옥, restoration: 회복, annihilation: 

멸절, annihilationism: 영혼 멸절설, Eternal Life: 영생, Eternity: 영

원, Eternal(everlasting): 영원한, definite: 제한되어 있는, infinite: 무

한한, finite: 유한한, eschaton(end): 끝, telos: 끝, destiny(fate): 운명, 

temporal: 시간의, atemporal: 무시간의, rapture: 휴거, tribulation: 환

난, antichrist: 적그리스도, apostate: 배교의, serpent: 뱀(마귀를 상징), 

revelation: 계시, the Book of Revelation: 계시록, apocalyptic: 묵시

의, the return of Christ: 그리스도의 재림, throne: 하나님의 보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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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X : 학위 논문 표지 형식 및 과제물 표지 샘플 

(Samples of Thesis Cover Forms and Assignment Cover Sheet)

에세이와 석·박사 논문을 제출할 때는 각 대학에서 제시하는 그 형식

과 양식을 지켜야 한다. 본 부록 Ⅸ에서 소개하는 석박사 논문 표제지와 

목차 샘플 등은 많은 대학 기관들이 사용하는 시카고 방식(Chicago Style)

과 크게 다르지 않다.1

그 외 소논문을 비롯한 다른 학문적 글쓰기의 표제지는 알파크루시스 

대학의 샘플들이다. 다만 제출자의 이름들은 실명을 피하고 가명들을 

사용하고 있음을 미리 밝혀 둔다.

1   과제물 겉표제지, 속표제지, 목차, 약어 목록 등의 형식과 샘플들은 트레이비언(Kate L. Turabian)
의 책을 참고하면 유익하다: Turabian, A Manual for Writers of Research Papers, Theses, and 
Disser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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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RITIQUE OF THE ESCHATOLOGY OF THE KOREAN 

HERESIES AND A STUDY ON THE PASTORAL 

STRATEGIES TO COPE WITH THEM FOR THE KOREAN 

DIASPORA IN AUSTRALIA: FOCUSING ON THE 

GROUPS, “GOOWONPA” AND “SHINCHEONJI”

A DISSERTATION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THEOLOGY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DEPARTMENT OF THEOLOGY

BY
YOUNG SUN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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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회학 박사 논문 영문 겉표제지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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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5

The starting point of this dissertation is the presence of a 
theological deficit regarding the reception of Calvin’s “union with 
Christ(unio cum Christo)” thought. It is argued that the notion of 
“union with Christ” should not be treated merely as a doctrinal 
theme within soteriology and the doctrine of the Sacraments but as 
having an inter-relationship with various other important doctrines 
in Calvin’s theology, thus functioning as a core thought. 

Hence this dissertation re-interprets and re-evaluates the original 
scope, content and meaning of Calvin’s use of the notion of “union 
with Christ,” attending in the process to the various metaphorical 
expressions and theological meanings associated with this notion. 

This research dissertation attempted to recover the importance 
of what is described as Calvin’s “union with Christ” thought in 
the following manner. Firstly, it examines the main causes for 
the reduction of the scope and importance of “union with Christ” 
thought in Korean Reformed theology and the American Reformed 
theology(or Calvinistic theology) that influenced it. 

Secondly, it also examines more concretely the various 
metaphorical expressions and theological meanings associated with 
“union with Christ” thought. Lastly, the study strives to verify 
systematically that the “union with Christ” thought(or ‘union with 
the Triune God’ thought) functions as a core thought in Calvin’s 
theology. This is done through the explication of the close inter-
relationship between the structure of the Institutes and “union with 
Christ” thought, as well as by indicating the way in which “union 
with Christ” thought is interrelated with other important doctrines 
in Calvin’s theology. 

5 영문 초록 샘플 

한글 초록6

본 연구 논문의 출발점은 개혁 신학 내 칼빈의 “그리스도와의 연합

(Unio cum Christo)” 사상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론적 부재라는 하나의 신

학적 한계로부터이다. 이러한 그 사상의 매우 중대한 신학적 역할에 대

한 인식의 결여는 아직까지도 개혁 신학 내에서 여전히 현재 진행형 상

태에 있다. 재언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의 그 진정한 가치가 마치 

예수님의 한 비유인 “밭에 감추인 보화”(마 13:44)처럼 지금까지도 여전

히 개혁 신학 내에서 매우 깊숙이 숨겨져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그 사상은 칼빈의 신학 안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성서 내에서도 

매우 광범위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칼빈의 신학 안에서 그 사상은 

구원론과 성례론에 종속된 단순한 하나의 교리가 아닌, 오히려 대부분의 

기독교 주요 교리들과 그리고 매우 다양한 수많은 성서 본문들과도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서 다루어지고 있다. 한마디로 그 사상이 칼빈 신학의 

한 핵심 사상처럼 광범위하고도 매우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칼빈의 신학 안에서 광범위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또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 사상의 그 본래적

인 위치, 범위, 형태, 내용, 신학적 역할, 다양한 비유적 표현들, 다른 신

학적 주제들과의 관계, 수많은 성서 본문들과의 관계, 다양한 신학적 의

미들, 그리고 그것의 중요성을 재해석하고 재평가하는 본 신학적 작업이 

절실히 필요했다. 왜냐하면 칼빈의 신학이 여전히 우리 개혁 신학 내에

서 중요한 핵심적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주제어:

“그리스도와의 연합,”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 칼빈 신학, 개혁 

신학, 기독교 강요.

6 한글 초록 샘플 



280  새롭고 효과적인 학술 논문 작성과 연구 방법 제Ⅲ부: 부록(Appendix)  281

To
My Most Gracious and Beloved God

and
My Mother, Soon Duck Cha,

and My Wife, Seon Young Kim7

7 헌정사(Dedication) 샘플 

감사의 글(Acknowledgements)8

필자가 본 철학박사 학위논문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나긴 씨름을 할 때 

머릿속에서 항상 떠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

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

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이것은 본 논문의 주제인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의 근간이 되는 대표적인 말

씀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종교개혁 시대에 칼빈과 함께한 성령

께서 부족한 종 필자와도 함께하시기를 매일 긴 시간 동안 기도와 성경 묵상을 놓

지 않으면서 본 연구 작업을 진행하였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저술 작업과 함께한 셈이다. 그 살아 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 그리고 

감사를 그 어떤 것보다 앞서 먼저 올려 드립니다!

가족의 후원은 본 저술 기간 내내 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사랑하는 

노모 차순덕 권사의 기도(아마 이 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어머니는 기도

하고 계실 것이다)와, 아내 김선영의 끝없는 헌신과 사랑을 무엇으로 가히 다 표현

할 수 있을까? 

특별한 감사를 스미트(Prof. Dirk Jacobus Smit) 교수께 드린다. 그는 본 논문의 

시발점이 되는 나의 철학박사 연구 논문의 프로포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큰 도움

과 영감을 주었다. 본 저서가 학문적 깊이와 탁월한 영성을 가지는 데 큰 도움을 주

신 나의 박사 논문 지도 교수인 포슬루(Prof. Robert Vosloo) 교수께도 깊은 감사

를 드린다. 그는 나의 신학 연구 지도를 기꺼히 자발적으로 맡아 주셨을 뿐만 아니

라, 그 연구가 보다 체계적이고 풍성하게 확장되도록 그 신학적 방향을 제시해 주

셨다. 

코체(Dr. Manitza Kotze) 박사와 그로베(Mrs. Felicity Grove′) 여사께도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 그 두 분은 바쁜 시간을 기꺼히 희생하여 나의 박사 연구 논문의 부

족한 영어적 표현을 인내심 있게 교정해 주었다. 

February 2015

Sung R. Choi

8 감사의 글 샘플



282  새롭고 효과적인 학술 논문 작성과 연구 방법 제Ⅲ부: 부록(Appendix)  283

목차(Table of Contents)9 

한글 초록  i
감사의 글  ii
목차   iii
약어표  iv

제1부
한국·미국 칼빈주의 신학과 칼빈의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  1

제 1 장 

서론  2
1.1. 연구 배경  7
1.2. 연구 질문  13
1.3. 연구 주제와 논지 설명  18
1.4. 연구 방법론  22
1.5. 연구 범위  24
1.6. 연구 목적과 가치  26

제 2 장
한국 개혁 신학과 칼빈의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  29
2.1. 한국 내 칼빈주의 신학 수용과 칼빈의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  29
2.2. 한국 개혁 신학 내 칼빈의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의 신학적 한계들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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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목차의 한 샘플. 목차 작성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과 샘플은 제1장의 ‘1.20 목차’를 참고하라. 

삽화(Illustrations)10 

I 표

표 1-1 분석의 틀 

표 2-1 행복한 부자 개념 분석틀에 입각한 성경의 인물 사례 

표 6-1 ISO 26000의 구성 

표 6-2 UN PRI 6대 원칙 

표 6-3 책임 투자 전략의 범주 

표 6-4 임팩트 투자의 정의 

표 8-1 미국의 나눔 관련 산업 규모 

표 8-2 미국의 나눔 관련 산업 고용 현황 

II 도표

도표 8-1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 

도표 8-2 나눔 참여자 삶의 만족도 

III 그림

그림 6-1 사회 책임 투자의 진화 과정 

그림 7-1 사회 후생의 변화

10 일러스트레이션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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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OF ABBREVIATIONS11

CO  Calvini Opera(I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in Corpus 
Reformatiorum〔CO 1-59 = CR 29-87〕, ed. Guilielmus Baum, 

Eduardus Cunitz, and Eduardus Ruess (Brunsvigae: Apud C. A. 

Schwetschke Et Filium, 1863-1900).

Comm   Commentaries, 44 vols. (Edinburgh: The Calvin Translation Society, 
1843-55).   

Institutes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John T. McNeill, trans. Ford 
Lewis Battles, 2 vols.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Series nos. 20-1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Letters   Letters of John Calvin, ed. Jules Bonnet, 4 vols. (New York: Burt 
Franklin Reprints, 1972-3).

OS  Johannis Calvini Opera Selecta, ed. P. Barth, W. Niesel, and D. 

Scheuner, 5 vols. (Munich: Christian Kaiser, 1926-52).

Serm   Sermons… (Reprint,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1973-
2008).  

Sermons from Job, trans. Leroy Nixon.  

Calvini Opera.

TT   Calvin’s Tracts and Treatises, trans. Henry Beveridge, 3 vols. (Edinburgh: 
the Calvin Translation Society, 1844-51, Reprint,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58).

※   About Calvin’s theological works, I will inscribe as the abbreviated formula, as 
follows: 

CO. 5:350 = Calvini Opera, volume 5, column 350.

Comm. on 1 Jn. 5:11 = Commentaries (Calvin Translation Society, 1843-55) on 
1 John, chapter 5, verse 11.

Institutes, 2.12.7 =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book 2, chapter 12, clause 
(or verse) 7. 

Letters, 1:369 = Letters of John Calvin, volume 1, page 369. 

OS.1:73 = Opera Selecta, volume 1, column 73.

Serm. on Dt. 2:1-7 = Sermons on Deuteronomy, chapter 2, verse 1-7.

TT. 2:121 = Calvin’s Tracts and Treatises, volume 2, page 121. 

11 1차 참고 자료의 약어표 목록 샘플

소논문(Essay)12

이름:

학번: 

과목: RES401 Postgraduate Research and Writing
과제: Assignment 3, Essay

단어 수: 3,600 단어

마감일: 07. 06. 2019
제출일: 03. 06. 2019

이 에세이는 본인이 AC 논문 작성 양식에 따라 작성하였고,

다른 과목이나 과정에서 제출된 적이 없으며,

참고 인용 자료는 각주를 달아 표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서명:              날짜: 03. 06. 2019

12   에세이 표제지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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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논문 프로포절(Essay Proposal)

이름:

학번: 

과목: RES401 Postgraduate Research and Writing
과제: Assignment 2, Essay Proposal

단어 수: 1,350단어

마감일: 07. 06. 2019
제출일: 03. 06. 2019

이 소논문 프로포절은 본인이 AC 논문 작성 양식에 따라 

작성하였고, 다른 과목이나 과정에서 제출된 적이 없으며, 

참고 인용 자료는 각주를 달아 표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서명:               날짜: 03. 06. 20

철학박사 연구 제안서

PhD Research Proposal 

21세기 코즈모폴리터니즘과 

공감적 선교에 대한 연구

홍길동

Principal Supervisor(주임 교수):

Associate Supervisor(부임 교수):

Faculty(전공 분야):

Enrolment Commencement Date(등록일):

Proposal Submission Date(제안서 제출 날짜):

이 PhD Research 프로포절은 본인이 AC 논문 작성 양식에 따라  

작성하였고, 다른 과목이나 과정에서 제출된 적이 없으며,  

참고 인용 자료는 각주를 달아 표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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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적 서평(Academic Book-review)

이름:

학번: 

과목: RES401 Postgraduate Research and Writing
과제: Assignment 1, Academic Book-review

단어 수: 1,280단어

마감일: 07. 06. 2019
제출일: 03. 06. 2019

이 학문적 서평은 본인이 AC 논문 작성 양식에 따라 작성하였고,  

다른 과목이나 과정에서 제출된 적이 없으며, 참고 인용 자료는  

각주를 달아 표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서명:               날짜: 03. 06. 2019

발제 에세이(Presentation Essay)

이름:

학번: 

과목: RES401 Postgraduate Research and Writing
과제: Assignment 4, Presentation Essay

단어 수: 2,000단어

마감일: 07. 06. 2019
제출일: 03. 06. 2019

이 발제 에세이는 본인이 AC 논문 작성 양식에 따라 작성하였고,  

다른 과목이나 과정에서 제출된 적이 없으며, 참고 인용 자료는  

각주를 달아 표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서명:               날짜: 03. 0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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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X : 연구 윤리

(Research Ethics)

1   학문적 정직성 및 위법 행위 정책  

(Academic Integrity and Misconduct Policy)1

1.1  목적(Purpose)

이 정책의 목적은 알파크루시스대학의 학생, 박사 과정 등 고등 과정 

연구(HDR) 후보자, 그리고 교직원들이 학문적 수행을 할 때 정직하고 

무결하게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에 있다. 이 정책은 학문의 정직성과 

다양한 형태의 학문적 위법 행위를 정의하고, 그 학업적 위법 행위의 혐

의에 대한 조사 절차를 기술하며, 혐의가 입증되는 경우 적용되는 처벌

에 대해 안내한다.

1 https://www.ac.edu.au/ppm/academic-integrity-and-misconduct-policy/. 본 항목 안에서는 지

면 관계상 학문의 정직성과 다양한 형태의 학문적 위법 행위의 정의와 유형 등만을 안내할 것이다. 그 외 

학문적 위법 행위의 조사 절차와 처벌에 관한 규정은 위 인터넷 사이트를 참고하라.

1.2  정책(Policy)

알파크루시스대학의 연구 윤리와 학문 활동은 높은 학문적 정직성의 

가치와 그것을 신중하게 지키려는 기반 위에 둔다. 본교는 온라인, 아카

데미 핸드북, 과목 아웃라인, 기타 학업 관련 자료들을 통해 학생들에게 

학문적 정직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학문적 위법 행위는 허용되거

나 용인되지 않는다.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처벌된다.

알파크루시스대학 학문적 위법 행위 담당 부서는 표절과 관련된 모든 

행위, 부정 행위, 부정 공모 결탁, 연구 위법 행위에 관한 경고 및 그 결

과들을 기록한다. 학생과 박사 연구 과정 후보자의 학업 위반 행위는 모

든 학사 과정에서 모두 기록되며 그대로 유지된다. 학사 관련 교직원은 

학문적 위법 행위 혐의를 확인할 때 그 정보들에 접근할 수 있다. 학문

적 위법 행위에 교직원이 연루될 경우에도 기록된다. 그 기록들은 관련 

감독자와 지도 교수에게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검토 등의 이유로 제

공된다.

1.3  정의(Definitions)

1.3.1 학문적 정직성(Academic Integrity)

학문의 정직성은 다음의 학문적 활동에 대한 책임과 연관성을 가진

다: 학사 규정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보전과 유지에 대한 책임, 연구와 

학문의 정직성에 관한 엄격한 적용 책임, 표절과 부정 행위와 부정 공모

결탁 방지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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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학문적 위법 행위(Academic Misconduct)

학문적 위법 행위는 고의적이거나 부주의하게 학문적 활동을 수행하

여 부당한 이익을 초래한 것을 의미한다. 그 위법 행위는 표절, 부정 행

위, 부정 공모 결탁 등 다음의 몇 가지 유형에 해당된다. 

1.4  학문적 위법 행위 유형(Academic Misconduct Forms)
2

1.4.1 표절(Plagiarism)
3

표절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원 저자에 대한 인용 표기를 생략하고 학생 자신의 것처럼 제출한 

다음의 유형들을 포함한다: 상대방의 아이디어와 단어들과 문장들

을 그대로 베낀 경우; 출판 자료 또는 출판되지 않은 웹 사이트 자

료, 인터넷 자료, 다른 학생의 에세이와 과제물, 책과 저널 논문 자

료, 강의, 세미나 자료 등을 인용 표기 없이 약간 수정하여 사용한 

경우

•  학생 자신이 다른 과목에 제출한 학문적 글쓰기를 인용 표기와 내용 

변경 없이 그대로 재사용한 자체 표절 경우

•각주 등 인용 표기를 생략한 경우

2 이 항목 안에서 소개하는 학문적 위법 행위 유형은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것들이다. 본 학문적 위법 

행위 정책은 이 안에서 언급하지 않은 그 외 다른 비슷한 유형들에 대해서도 위법 행위로 간주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3 표절(Plagiarism)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1장의 ‘1.19 표절’을 참고하라.

1.4.2 부정 행위(Cheating)

부정 행위는 학생의 과제물 제출과 시험 기간에 불공정한 이익을 얻거

나 다른 학생이 그렇게 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부정 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시험에 특별히 승인되지 않은 자료나 장치를 사용한 경우이다. 예를 

들면 교과서, 노트북, 사전, 계산기, 컴퓨터, 메모, 원고, 가방, 휴

대 전화와 같은 허용되지 않은 자료나 장치를 사용한 경우이다. 지

갑과 같은 귀중품은 시험장에 반입할 수 있지만 시험 기간 동안 학

생 책상 옆에 있는 바닥에 두어야 한다. 시험 감독관은 앞서 언급한 

품목을 검사할 수 있다.

•  시험 장소, 통신 수단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은 경우

•다른 학생의 답안지를 보는 경우

•  과제물 제출을 위해 데이터의 위조와 조작, 가짜 참고 자료를 인용 

표기한 경우 

•  연구 지도 교수 또는 담당 교수의 사전 허락 없이 이전 과제물 내용

을 재사용한 경우

•  계약 부정 행위(contract cheating)는 과제물을 친구, 가족, 동료 학생, 

교수, 직원 등이 유급 또는 무급으로 대필과 대행을 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 안에는 ‘ghost writing’과 같이 상업적으로 논문을 대

필해 주는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도 해당된다.

1.4.3 교사 행위(Solicitation)

학문적 교사 행위는 평가를 위한 청탁, 과제물 대필을 위한 유도와 

제안 행위, 연구를 대신하는 부정 행위 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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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부정 공모 결탁 행위(Collusion)

학문적 부정 공모와 결탁 행위는 두 사람 이상이 공모하여 평가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표절과 부정 행위 등의 학문적 위법 행위를 모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1.4.5 기타 학문적 위법 행위(Other Academic Misconduct)

기타 다른 형태의 학문적 위법 행위 유형에 다음의 경우도 해당된다:

•  연구 작업, 시험 자료, 강의 자료, 성적, 강의 내용, 또는 기타 학생

의 자료 등을 변조 또는 위조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  교수의 승인 없이 시험 자료나 시험 정보들을 취득, 소지, 유출과 

배포하려는 시도 행위 

•  연구 작업, 과제물, 시험 등에서 다른 사람으로 사칭해서 다루는 부

정 행위 

•  그룹 과제물의 경우 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과제물을 수행한 경우, 

또는 같은 그룹 모든 학생들의 동의 없이 과제물을 제출한 경우

•  교수의 허가 없이 강의 내용을 녹음하거나 유출과 배포를 하는 행위

•  오디오 자료, 비디오 자료, 파워포인트 자료, 과제물 자료, 강의 자

료 등의 지적 재산권과 개인 정보 등을 유출과 침해하는 행위 

•  입학과 평가 또는 연구 결과를 위한 목적으로 뇌물과 관련된 돈, 성

적 행위, 그 외 다른 물리적 호의들을 제공하거나 수락하는 행위

•  연구 데이터 및 인용 자료 등 정보의 문서 위조, 위증, 허위 진술 

등을 하는 행위 

•  연구 규범을 벗어나거나, 비윤리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연구 

윤리위원회의 승인 없이 미성년자 설문 조사 등 윤리적 연구 주제

를 수행한 경우

2 연구 윤리 정책(Research Ethics Policy)4

2.1  목적(Purpose)

이 정책의 목적은 알파크루시스대학의 후원 또는 그 감독 아래에서 

수행되는 연구를 위한 윤리적 표준의 원칙과 절차를 제공하는 것이다.

2.2  정의(Definitions)

연구 윤리 정책은 사람들과 연관된 연구를 수행할 때 해당된다. 예를 

들면 설문 조사, 인터뷰, 관찰, 의료 테스트, 심리 테스트, 개인 문서 접

근, 데이터 표본, 생물학적 표본과 조직 등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여 사

람들과 함께 수행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연구는 연

구 윤리 정책을 준수해야만 한다.

2.3  원칙(Principles)

알파크루시스대학의 사람과 관련된 연구 윤리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사람과 관련된 연구는 그것의 지식과 이해에 대한 잠재적 가치, 사

4 https://www.ac.edu.au/ppm/research-ethics-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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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복지와 개인 복지 증진, 행동 규범 정책(the Code of Conduct Policy) 

등에 의해 정당화된다.

•  사람과 관련된 연구는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참가자들에게 잠재적인 위험, 또는 반대로 그것의 가치 등을 알려

야 한다. 그것의 목적은 그 연구의 참가 여부를 참가자들 스스로 결

정하게 하기 위함이다.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람과 관련된 연구는 참가자의 승인과 

그들의 보호자의 승인으로 수행된다.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 정책

(the Child and Young Person Protection Policy)에 안내된 모든 위험 요소

들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것에는 참가

자의 권리, 존엄성, 건강, 안전, 개인 사생활(privacy) 존중 등이 포

함된다.

•  사람과 관련된 연구는 복지, 신념, 개념, 관습, 문화, 그리고 개인

과 공동체의 종교적 유산에 대한 존중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수행된

다. 사람들의 인권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그리고 기밀 유지가 존중

되어야 한다. 

•  사람과 관련된 연구는 알파크루시스대학 연구윤리위원회(Human 

Research Ethics Committee) 의장과의 협의하에 담당자에 의해 평가된

다. 그 평가 안에는 예측 가능한 물리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법적 피해, 그리고 불편 등의 수준이 포함된다.

2.4  위험의 범주(Categories of Risk)

2.4.1 무시할 수 있는 위험(Negligible Risk)

연구의 무시할 수 있는 위험은 예측할 수 없는 위험 요소와 불편함 등

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사람들과 관계된 데이터 

수집과 기록 등은 무시할 만한 위험 요소가 있는 연구에 속한다. 이러한 

연구는 윤리적 검토에서 제외될 수 있다. 기관 내에서만 사용되는 학생 

피드백 설문 조사, 교육 과정 계획 검토 자료 등은 무시할 수 있는 위험 

요소로 간주되며 윤리적 검토가 필요하지 않다.

2.4.2 낮은 위험(Low Risk)

연구의 낮은 위험은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위험 요소를 의

미한다. 연구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피해 가능성,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법적, 또는 개인 재산의 피해 등은 위험도 낮은 연구가 

아니다. 사람과 관련된 연구 중 위험도가 낮은 연구는 다음과 같다: 

•  그 연구 참가자들이 건강한 18세 이상의 성인, 호주 커뮤니티의 멤

버들, 고등 교육 기관, 고용인, 특정 커뮤니티 그룹의 성인 멤버들, 

협회 등 연구자와 직접적으로 불평등한 힘의 관계에 있지 않은 경

우이다. 예를 들면 선생님과 학생 관계, 또는 목사와 교회 구성원 

관계 등이 아닌 경우이다. 

•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알 수 있는 방식을 통한 연구에 참여하도록 

초대되는 경우로 왜냐하면 그들이 공적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그

런 경우 개인 사생활 법을 위반하지 않고, 자발적인 개인의 선택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연구원들이 개인의 정보와 데이터가 수집되지 않는 익명의 설문지

나 인터뷰를 통한 절차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  그 연구가 민감하지 않은 이슈를 다루고,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없는 이슈를 다루며, 개인 정보를 다루지 않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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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할 수 없거나 낮은 위험 요소가 있는 모든 연구는 연구윤리위원

회(HREC)에 회부되어야 한다. 연구윤리위원회의 참고 조건과 사항들은 

학사위원회 참고 정책(the Academic Board Terms of Reference Policy)에 요약

되어 있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알파크루시스대학에서 사람과 연관된 연

구 프로젝트의 윤리적 평가에 대해 학사위원회(Academic Board) 내 책임 

있는 한 상임위원회이며, 매년 학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연구윤리

위원회는 알파크루시스대학의 연구윤리핸드북(Research Ethics Handbook)

의 규정에 따라 운영된다. 사람과 관련된 연구 프로젝트는 연구윤리핸

드북과 인간 연구 내 윤리 강령에 관한 국가 성명서(the National Statement 

on Ethical Conduct in Human Research)의 지침에 따라 평가한다. 

2.5  윤리 승인 절차(Ethics Clearance Procedure)

•  낮은 위험적 요소가 있는 사람과 연관된 연구 프로젝트를 위한 알

파크루시스대학 윤리 승인 신청서는 연구윤리위원회 의장에게 제

출해야 한다. 신청서 제출 전 지도 교수와 감독자에 의해 위험도가 

낮은 연구임을 검토해야 하며, 그 연구 프로젝트는 연구윤리위원회

의 승인 후에 시작할 수 있다.

•  ‘무시할 수 있는 위험’과 ‘낮은 위험’이라고 인정되지 않은 사람과 

관련된 모든 연구 프로젝트 제안서는 반드시 연구윤리위원회에 제

출되어야 하며, 철저한 조사를 거쳐 윤리적 문제가 없다는 승인을 

받아야만 연구에 착수할 수 있다.

•  연구 윤리에 관한 참여자들의 불만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 비서에

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secretary_ethics@ac.edu.au). 불만 사항들은 연

구윤리위원회에 의해 논의될 것이며, 그 결과에 대해 통보를 받을 

것이다. 

•  연구윤리위원회와 관련된 연구자들의 불만 사항들은 부총장에게 

알린다. 그 절차는 불만 및 고충 해결 정책(the Complaint and Grievance 

Resolution Policy)을 따른다.

•  윤리적 위법 행위는 직원에 의해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되어 조사

를 통해 연구 프로젝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조사 시 프로젝트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연구 콘텍스트 안에서의 불법 활동은 반드

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  연구윤리위원회에 의해 승인받은 연구 프로젝트의 경우라도, 윤리

적 승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연구의 주요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연구자는 반드시 연구윤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연구와 그 출판물 안에서 학문적 위법 행위로 제기된 정보와 증거

는 반드시 보고해야 하며(the DVP Research and Standards), 학문적 정

직성과 위법 행위 정책(the Academic Integrity and Misconduct Policy)에 

따라 다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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