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학술지 출판을 위한 심사규정
제1조 (투고자격) 서울신학대학교 교원에 한한다.
제2조 (투고규정) ① 모든 논문은 한글이든 외국어이든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200단어 내외의 영문초록과 그 초록의 번역본을 제출하여야 한
다.(2005.10.26 개정)
② 논문은 교정이 필요하지 않도록 한글 맞춤법에 맞게 기술하여야 하며, 제출 시
반드시 디스켓과 심사용 원고 3부를 첨부하도록 한다.
③ 연구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00매(font 10, 줄간격 160, A4 13매) 내외로
한다.(2005.10.26 개정)
④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한자 및 외국어는 괄호 안에 넣도록 한다. 단 각주는
예외로 한다.
⑤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고 라틴어 등의 고전어는 원어를 사용하며 음역할 수도
있다.
⑥ 내용은 I, 1, 1), (1), ①의 순서로 번호매김을 한다.
⑦ 성서 책명 약어는 개역성경의 약어표를 사용한다.
예) 창 1:1, 3; 사 7:1-5
⑧ 인용논문은 각주로 처리하고 참고문헌을 별도로 첨가하지 아니한다.
⑨ 기타 상세한 투고요령은 다음의 안내서를 참고하여 준용하기로 한다:
Turabian, Kate L. A Manuel for Writers of Term Papers, Theses, and
Dissertations. Fifth Edition. Chicago: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제3조 (심사과정) 논문심사는 출판위원회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교내외 전공교수 3인
이내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4조 (심사기준) 접수된 논문은 아래 ①-④ 항의 심사기준에 따라서 심사위원은 정한
기일 내에 논문심사보고서를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성의 완성도 : 논문의 구성상 목차와 전개가 논리적이며 참고 문헌은 적절한가
② 주제 연구의 심도 : 주제에 관한 연구가 충실하고 심도 있게 이루어 졌는가
③ 학문적 독창성 : 주제의 선정과 내용전개 및 결론 제시의 독창성이 있는가
④ 학문적 기여도 : 주제에 관한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학문적 기여도가 있는가
제5조 (심사판정) 교내외 전공교수 3인으로부터 심사를 받을 경우의 심사판정은 “게재
가”, “게재보류“로 표기하며, 심사위원 3분의 2의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만 게
재하고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이나 논문 제출자는 모두 익명으로 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는 필자 이외에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제6조 (학술지 배포) 본 출판부가 발간하는 학술지는 본 대학교 교원에 한하여 무료로
배부하되, 도서관 및 학문연구를 위하여 구입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실비에 상당하는
후원금을 받고 배부한다.

부

칙

①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02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 (규칙의 개폐) 이 규정은 연구출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 또는 폐기할 수 있
으며, 총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 2005학년도 교수논총
은 개정전 기준을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