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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겉표지

1) 겉표지는 본문과 분리하여 별도의 MS Word 파일로 작성하

며, 제목, 저자, 교신저자, 주요어, 공시사항 순으로 작성한다.

2) 제목을 국문과 영문으로 기술하고, 영문은 첫 단어의 첫 글자

만 대문자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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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본 학회지는 기여도가 명확하게 동일한 경우 제1저자를 

1인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 Conflict of interest: 이해관계의 구체적 내용을 영문으로 기술

한다. 이해관계가 없으면, 아래와 같이 기술한다. 

- Funding: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제시하는 내용에 따라서 영문

으로 기재한다. 없으면 None으로 기술한다.

- Data availability: 자료의 공유에 관해 영문으로 기술한다. 

- Acknowledgements: 감사 내용을 영문으로 기술한다.

6) 학위논문의 경우, 학위논문임을 명시하고 제 1저자는 학위수

여자로 하고 영문으로 기술한다.

3. 영문 초록

초록은 Purpose, Methods, Results, Conclusion순으로 구성하

며, 250단어 이내로 기술한다. 초록 내에 번호나 참고문헌은 

표시하지 않는다. 영문 주요어(keywords)는 초록 다음에 5개까

지 기재하며, MeSH (http://www.nlm.nih.gov/mesh/mesh-
home.html)에 등재된 용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각 주요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기재한다.

4. 영문 요약문 (Summary statement)

영문 초록 다음 페이지에 영문요약문을 작성한다. 소제목에 따

라 20–30 단어로 주요내용을 간결하게 작성한다. 약어나 참고

문헌은 포함하지 않으며 국제적인 관점에서 작성한다.

예:

- What is already known about this topic?
The over 75 years age group, with its complex health needs, 
is likely to make up an increasing proportion of the work-
load of accident and emergency stain the coming years.

- What this paper adds
An alcohol-based surgical hand rub is more effective than a 
6-minute surgical hand scrub using 4% chlorhexidine gluco-
nate in terms of microbial counts immediately after scrub-
bing.

- Implications for practice, education and/or policy 

Parents’ ability and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their child’s 
care in hospital should be thoroughly assessed and their par-
ticipation needs to be supported.

5. 본문

1) 본문 상단에 제목을 기술한다.

2) 본문 구성: Introduction, Methods, Results, Discussion, Ref-
erences의 순으로 작성한다.

3) Introduction: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제시

하며 연구의 배경은 목적과 연관이 있는 내용만을 기술한다.

4) Methods: Ethics statement, 연구설계, 연구대상, (연구중재), 

연구도구, 자료수집, 자료분석 등을 순서대로 소제목으로 나

누어 기술한다. 

- Ethics statement는 상자 안에 영문으로 기술한다. 

예1: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Ethics statement: This study was approved by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of XXXX University (IRB-201903-0002-01).  
Informed consent was obtained from the participants.

예2: 서면동의가 없었던 경우

Ethics statement: Obtaining informed consent was exempted by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of YYYY University (IRB-
201903-0002-01) because there was no sensitive infor-mation 
and the survey was anonymously treated.

- 연구방법은 재현이 가능하도록 기술하지만 이미 잘 알려져 있

는 방법은 참고문헌만 제시하고, 새로운 방법이나 기존 방법

을 변형한 경우에는 상세히 기술한다. 

- 연구대상이 사람인 경우 생물학적 성(sex)과 사회문화적 성

(gender) 중 적절한 표기를 선택해서 사용하고, 생물학적 성

(sex)과 사회문화적 성(gender)을 결정한 방법을 기술한다. 단, 

동물이나 세포의 경우 생물학적 성(sex)으로 명시한다. 만약 

연구자가 난소암처럼 명백한 사유 없이 하나의 성(sex 또는 

gender)이나 특정 집단(인종 또는 민족)만을 연구대상으로 한 

경우, 타당한 근거와 연구의 제한점을 명확히 기술한다.

5) Results: 처리된 결과를 중심으로 명료하고 논리적으로 기술

하며, 표에 있는 모든 자료를 본문에서 중복하여 나열하지 

말고 중요한 결과만 요약하여 기술한다.

6) Discussion: 연구결과의 중요한 부분이나 새로운 소견을 강조

하고 서론과 결론에서 언급된 것을 중복하여 기술하지 않는

다. 관련된 선행연구의 결과와 연관하여 연구결과를 해석하

며, 결과의 적용, 제한점, 제언 등을 기술한다. 최종 결론을 

연구목적과 연관하여 간략히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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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References: 본문 내에서 인용한 것만을 30개 이하로 모두 영

문으로 기술한다. 

6. 표(Table), 그림(Figure), 사진(Picture)

1) 표, 그림, 사진은 영문으로 작성하며, 6개 이내를 원칙으

로 한다. 표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의미 전달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국문으로 작성하여 supplement에 넣을 
수 있다. 

2) 표와 그림의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표와 그림은 
각각 별도의 페이지에 작성한다.

3) 표, 그림, 사진의 내용은 이해하기 쉽고 독자적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4) 표 작성 원칙

(1) 모든 선은 단선(single line)으로 하고, 종선(세로줄)은 긋지 

않는다.

(2) 표의 제목은 표의 상단에 위치하며, 첫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쓴다.

예: Table 1. Overall responses to question types
(3) 표는 본문에서 인용되는 순서대로 번호를 붙인다.

(4) 표는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각주에서 설명한다. 표에 사용한 

비표준 약어는 모두 표의 하단 각주에서 설명한다.

예: HR: Heart rate; T: temperature.

(5) 각주는 기호를 써서 설명하며 기호는 다음 순서로 사용한

다. 어깨 표시(†, ‡, §, ǁ, ¶, #, ††, ‡‡)된 기호는 표

의 좌측 하단에 기술한다.

예:†Survival case, ‡dead case. 

(6) 평균, 표준편차, 검정통계량은 소수점 두 자리까지, 백분

율은 소수점 한 자리까지 기술한다.

(7) 소수점은 그 숫자 값이 ‘1’을 넘을 수 있는 경우에는 소수

점 앞에 0을 기입하고, ‘1’을 넘을 수 없는 경우에는 소수

점 앞에 0을 기입하지 않는다.

예: t=0.26, F=0.92, p<.001, r=.14, R2=.61
(8) 유의확률을 나타내는 p값은 각주를 달지 않고 값을 그대

로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기술한다.

예: p=.003. p값이 .000인 경우에는 p<.001로 기술한다.

5) 그림과 사진 작성 원칙

(1) 그림 제목은 그림의 하단에 위치하며, 첫 단어의 첫 글자

만 대문자로 쓴다.

예: Fig. 1. Mean responses to questions by student grade 

categories.
(2) 사진의 크기는 102×152 mm (4×6인치) 이상이어야 하고, 

최대 203×254 mm (8×10인치)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동일 번호에서 2개 이상의 그림이 있는 경우, 아라비아 숫

자 이후에 알파벳 글자를 기입하여 표시한다.

예: Fig. 1-A., Fig. 1-B.

(4) 조직 표본의 현미경 사진의 경우 조직 부위명, 염색 방법 

및 배율을 기록한다.

(5) 그래프에 쓰이는 symbol은 ●, ■, ▲, ◆, ○, □, △의 순

서로 작성한다.

■ 본문 내 문헌의 인용:

1. 문헌의 인용은 the NLM Style Guide for Authors, Editors, and 

Publishers (http://www.nlm.nih.gov/citingmedicine)를 참고하

여 모두 영문으로 작성한다. 최근 5년 이내 발행한 참고문헌의 

인용을 권장한다.

2. 본문에 문헌을 인용한 경우 문헌 인용 순서에 따라 숫자를 각괄

호 [ ]로 표시한다. 같은 참고문헌이 본문에서 계속 인용될 경우 

같은 번호를 사용한다. 두 개의 문헌을 함께 인용한 경우 숫자 

사이에 쉼표를 기재하며, 세 개 이상의 문헌을 함께 인용한 경

우에는 문헌번호가 연속되면 번호 사이에 하이픈을 기재하고 

연속되지 않으면 쉼표를 사용한다.

예: 조기진통의 원인[1], 태아애착행위[2], 성적 자기주장연구 

[1,2,8-10], 월경통[4-7]

3. 저자가 1인 또는 2인인 경우에는 모두의 성을 표기한다. 저자가 

3인 이상의 경우부터 제1저자의 성 뒤에 ‘등[ ]’을 표기한다. 

예: 국문으로 작성한 경우 Kim [1], Kim과 Park [3], Cox 등[11] 

영문으로 작성한 경우 Kim [1], Kim and Park [3], Cox et al.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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