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주의생명신학회 편집위원회 투고규정
개혁주의생명신학회는 회원들의 연구논문을 싣기 위하여 연 3회 「생명과 말씀」을 발간한다.
이

학회지에 투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하여 논문을 투고하여야 한다.

1. 본 학회지에 투고하고자 하는 회원은 Kate L. Turabian, A

Manual for Writer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7)를 따라서 논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공동 집필의 경우, 제1
저자와 공동 저자를 구분해야 하고 각 저자의 소속을 명시해야 한다.
2.저자는 다음의 사항을 유념하여 원고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일 현재 타 학술지에 게재 신청 중인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2) 논문은 본 학술지 심사규정을 고려하여 작성하되, 개혁주의생명신학에 바탕을 둔 학술적
가치와 학문적 깊이가 있는 창의성 있는 논문이어야 한다.
3) 타인의 저작물 표절 혹은 자기표절에 해당하는 것, 즉 타인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
어, 데이터, 분석체계 등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도용하는 행위, 출처는 밝혔으나 인용
부호 없이 타인의 연구내용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행위, 그리고 자신이 발표한 저술의 내용을
인용 혹은 각주 등 명백한 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한다. 학위논문의 축약본이나
일부를 투고할 경우에도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4) 위조 혹은 변조에 해당하는 것, 즉 존재하지 않은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의도적으로 변경하거나 누락시키는 등 연구결과를 조작하는 행위
를 금한다.
3. 원고는 한글 및 영어로 쓰되, 필요시 괄호 안에 한자나 고전어나 현대 서양 언어를 사용한
다(연구의 성격에 따라 예외를 인정한다). 따라서 인명, 지명, 그 밖의 고유 명사도 한글로 쓰
고, 괄호 안에 처음 1회에 한하여 原字를 밝힌다. 예: 칼빈(John Calvin).
4. 논문의 분량은

A4용지 10~15 매(글자 10포인트, 줄 간격 160) 정도로 한다. 15매 이상의

논문은 투고료를 더 받을 수 있다.
5. 원고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고, 주는 각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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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투고 시에는 영문과 국문초록(Abstract)과 주제어(Key words)를 작성해야 한다.

① 별도면으로 된 영어와 한글로 각각 표기한 제목과 저자 및 소속, 전공
② 영문과 국문 초록 : A4 용지 1매 이하의 분량으로 한글과 영어로 각각 작성하여야
하며, 제목, 필자명, 소속 및 직책을 한글과 영어로 각각 표기한다.
③ 주제어: 색인의 DB를 위하여 한글 및 영어 주제어(key words)를 각각 5개 기재한다.
7. 작성된 원고는 IBM 호환 가능한 문서 작성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있는 ‘논문
투고’란에 직접 투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프린트된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8. 논문 투고 자격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논문을 투고할 수 있으며, 투고료(심사료)는 논문 한 편당
30,000원으로 한다. 비회원일 경우에는 운영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게재할 수 있다.
1호 논문
* 논문 접수일 : 매년 3월 31일
* 게재 확정일 : 매년 4월 10일
* 논문 수정 접수일: 매년 4월 17일
* 논문 발간일: 매년 4월 30일
2호 논문
* 논문 접수일 : 매년 6월 30일
* 게재 확정일 : 매년 7월 10일
* 논문 수정 접수일: 매년 7월 17일
* 논문 발간일: 매년 8월 30일
3호 논문
* 논문 접수일 : 매년 11월 30일
* 게재 확정일 : 매년 12월 10일
* 수정 접수일 : 매년 12월 17일
* 논문 발간일: 매년 12월 30일
9. 본 학술지는 매년 4월 30일. 8월 30일, 12월 30일에 발행하며, 발행인은 개혁주의생명신학
회 회장으로 하고, 인쇄 및 출판 배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개혁주의생명신학회 임원회에서 결
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5년 4월 6일 개정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6년 3월 2일 개정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7년 4월 4일 개정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