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의학투고규정
개정 2019년 5월 31일
본 잡지에 투고되는 원고는 의학 발전에 기여하는 것
으로 원고의 종류는 종설, 원저 및 증례보고 등으로
하며 언어는 국문 및 영문으로 이하의 투고규정에 따
라 작성되어야 한다.

(2) 초록 및 중심단어
국문원고에는 영문초록을 영문원고에는 국문초록을
사용한다. 가능한 영문초록의 경우 250단어 이내로
하고 국문초록은 400자 이내로 한다.

1. 원저
1) 타지에 이미 발표, 혹은 투고중인 내용의 원고는 투
고할 수 없고 게재된 원고의 저작권은 본지가 갖는다.
제1저자는 현 백병원 근무자 및 인제의대 졸업자 또는
백병원에서 수련과정을 마친자에 한하며,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하거나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014년부터 별
책 인쇄는 하지 않으며 백병원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
을 제공한다.)

초록은 정형초록으로 명시하는데 1. 목적(Objective)
2. 방법 및 재료(Methods and Materials) 3. 결과(Re
sults) 4. 결론(Conclusion)의 형태로 기록한다.
중심단어는 6개 단어 이내로 중요한 순서대로 표기하
고 형식은 Index Medicus에서 사용하는 MeSH(Medi
cal Subject Heading)에 준한다.

2) 교신저자를 포함한 저자 인원수는 원저의 경우 10인
이하, 증례보고인 경우 7인 이하로 한다.

(3) 본문
서론, 재료(대상) 및 방법, 결과, 고찰의 순으로 다
음 사항에 유의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결론 부분은 고
찰에 포함되도록 한다.

3)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는 세계의사회의 헬싱
키 선언(Declaration of Helsinki : http://www.aix-scien
tifics. com/ helsinki.htm)에 의거하여 과학적, 윤리적 규
범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며,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에는 동물보호 및 관리적인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가. 약자
제목과 초록에는 약자의 사용을 피하고 필요한 경
우 공인된 약자를 사용하며 처음 사용시에는 fu-ll te
rm(완전명)을 표기해야 하고 이 경우 괄호 안에 약자
를, 그 이후에는 약자만으로 표기할 수 있다.

4) 원고의 게재여부 및 게재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
정한다. 편집방침에 따라 원고의 수정 및 첨삭이 가능하
며 편집상의 사항을 제외하고 논문의 내용에 관한 책임
은 저자에게 있다.

나. 약품명
상품명보다는 일반명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단, 상품명의 표기가 결과의 평가나 추적연구에 중
요할 경우에 한해서 표기가 가능하다.(예: Tenormin)

5) 원고제작의 word processor로는 한글과 컴퓨터사의
“글”과 MS사의 “Word”를 사용하고 원고제출처는 백
병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온라인접수 시 원고와 원본사진을 하나의 파일로 압
축해서 제출한다.)

다. 고유명사, 숫자 및 측정치의 표기
인명, 지명 및 고유명사는 원어를,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도량형은 International System of Units(SI:
http:// physics. nist.gov/cuu/Units/)를 사용한다.

6) 원고는 다음의 각 부분으로 나뉘며 각 부분은 새로
운 면에서 시작한다.
표지, 국문 또는 영문 초록, 본문, 감사의 글(필요한 경
우), 참고문헌, 표, 그림 혹은 사진과 그에 대한 설명의
순으로 한다.
7) 원고의 각 부문은 아래의 점에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표지
표지는 국문제목과 모든 저자이름, 혹은 영문제목과
영문으로 표기된 저자의 이름을 순서대로 각각 줄을
바꾸어 쓴다. 국문제목이 30자가 넘거나 영문제목이 1
5단어가 넘을 때는 표지에 따로 단축제목(running titl
e)을 기재하여야 한다(국문의 경우 10자 이내, 영문인
경우 5단어 이내). 각주에는 저자(들)의 소속 주소와
원고와 관련하여 연락이 가능한 교신저자의 연락처를
밝힌다.

라. 용어
학술용어는 가능한 한 국문을 사용하고 필요한 경
우만 영문 또는 한문을 사용하며 이때는 대한의학협회
편의 용어집에 준한다.
마. 각 항목의 구분은 영문의 경우 I,II,III. A,B,C.
1,2,3. a,b,c. (1),(2),(3)로 하고 국문의 경우 I,II,I
II. 가,나,다. 1,2,3. (가),(나), (다) (1),(2),(3)으로
한다.
(4) 참고문헌 인용
본문중에 인용된 참고문헌은 해당부위에 인용순서대
로 참고문헌의 번호를 오른쪽에 어깨번호로 표기하고
3개 이상의 문헌이 연속될 때 첫째와 끝의 문헌번호만
기재하고 -로 연결 표시한다.(예: Wilson은 주장하였
다1-3).) 저자가 2인 일 때는 2인을 모두 표기하고, 3
인 이상의 경우는 제1저자만 표기하고, “등”을 사용하
며 이 경우 저자의 성만 표기한다.
(5) 그림·표는 *,†,‡,§,∥,¶, ** 을 사용하며 영문으

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며 각각의 그림·표는 독립된
용지를 사용해야 하고 한 그림·표가 한 페이지를 넘지
않아야 한다. 그림·표에는 원칙적으로 약자를 사용할
수 없으나 약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각각의 표 밑에 표
시를 이용하여 설명해야 한다. 그림의 영문에는 첫 단
어의 첫 자만 대문자로 쓰고 나머지는 모두 소문자로
표기한다. 표 안의 영어단어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
며 세로선은 사용하지 않는다.
(6) 그림 및 사진의 규격
논문에 인용된 사진이나 그림 파일의 종류는 jpg,
bmp, png 형식의 원본파일의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여러장일 경우 인용순서에 따라 번호를 붙인다.
그림이나 사진의 설명에 대한 표기도 그림·표의 원
칙과 같다.
(7) 참고문헌
참고문헌은 References로 표기하고 인용순서에 따
라 번호를 붙여 표기한다. 이 때 번호의 괄호는 사용
하지 않으며 잡지명의 약자는 Index Medicus의 형식
에 준하고 저자는 전원을 기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6인
까지 나열하고 나머지는 “등” 혹은 “et al”을 사용한다.
각각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잡지
기재순서: 저자명. 논문제목. 잡지명 출판연도 출판
월;권수(호수):첫 페이지-끝 페이지. 이며 출판월과
호수는 필요한 경우외에는 삭제 가능하다.
(예)
채창식, 이연재, 장윤식, 이상혁, 설상영, 박영홍 등. B형 만
성 간 질환이 있는 소아와 성인에서 HIV core promoter, p
recore/core 유전자 부위의 돌연변이에 대한 고찰. 인제의
학 1998;19:223-36.
Parkin DM, Clayton D, Black RJ, Masuyer E, Friedl HP,
Ivanov E, et al. Childhood leukaemia in Europe after Ch
ernobyl: 5 year follow-up. Br J Cancer 1996;73:1006-12.
Liou GI, Wang M, Matragoon S. Precocious IRBP gene e
xpression during mouse development [retracted in Inves
t Ophthalmol Vis Sci 1994;35:3127]. Invest Ophthalmol
Vin Sci 1994;35:1083-8.
Cancer in South Africa [editorial]. S Afr Med J 1994;84:
15.

나. 단행본
기재순서: (편)저자명. 서명. 판차. 출판지:출판사;
출판연도. 이며 단행본 중 일부의 장만 인용한 경우 저
자명. 장제목. In: (편)저자명. 서명. 판차. 출판지:출판
사; 출판연도;P-P.이다.
(예)
김진복. 암을 알고 이기는 길. 서울:의학문화사; 1999;125-47.
Ringsven MK, Bond D. Gerontology and leadership skills
for nurses. 2nd ed. Albany(NY):Delmar Publishers; 199
6;1265-78.
Norman IJ, Redfern SJ, editors. Mental Health care for el
derly people. New York:Churchill Livingstone; 1996;342-89.
Philips SJ, Whisnant JP. Hypertension and stroke. In:Lar

agh JH, Brenner BM, editors. Hypertension: pathophysiol
ogy, diagnosis, and management. 2nd ed. New York:Raven
Press; 1995;p.465-78.

다. 전자매체
① 잡지
Morse SS. Factors in the emergence of infectious dise
ases. Emerg Infect Dis[serial online] 1995 Jan-Mar[cit
ed 1996 Jun 5)];1(1):[24 screens]. Available from: UR
L: http://www.cdc.gov/ncidod/EID/eid.htm
② 단행본
CDI, clinical dermatology illustrated [monograph on CD
-ROM]. Reeves JRT, Maibach H. CMEA Multimedia Gr
oup, producers. 2nd ed. Version 2.0. San Diego: CMEA;
1995.
③ Computer file
Hemodynamics III:the ups and downs of hemodynamics
[computer program]. Version 2.2. Orlando (FL):Compute
rized Educational Systems;1993.
기타 참고문헌 기재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Internation
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Uniform requir
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
New Engl J Med 1997;336:309-315.를 참고로 한다.

※ 원저 이외의 원고
일반적인 사항은 원저에 준한다.
2. 종설
종설은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하여 게재하거나, 저자가 직
접 종설을 투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투고 전에 편집위원
회와 원고 성격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의논이 필요하다.
투고 규정은 원저에 준하나, 1) 제목과 저자 2) 초록
및 키워드 3) 서론 4) 본론 5) 결론 6) 감사의 글 7)
참고 문헌의 순서로 기술하며, 참고문헌의 제한은 없다.
3. 증례보고
1) 초록: 영문 초록은 150단어 이내, 한글 초록은 400
자 이내로 한 개의 문단으로 하며 서론, 대상과 방법, 결
과, 결론 항을 분리하지 않는다.
2) 서론: 서론이라는 제목하에 증례와 연관된 일반적
배경 및 의의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3) 증례: 임상 소견은 영상 진단에 직접 관계있는 사항
만 국한하여 기술한다.
4) 고찰: 증례가 강조하고 있는 특성 부분에 초점을 맞
추며 장황한 문헌 고찰은 피한다.
5) 참고문헌: 10개 이내로 한다.
4. 원고 접수처
백병원 홈페이지 www.pai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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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문의>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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