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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고 규 정

1. 학술지 명칭

제주대학교 의과학연구소 공식 학술지의 영문 잡지명은 'The

Journal of Medicine and Life Science'이며, 국문 잡지명은 ‘의생

명과학’이다. 학술지의 영문 공식 약자는 ‘J Med Life Sci' 이다.

2. 발행간기 

The Journal of Medical and Life Science는 매년 2회 일정일

에 발간하며, 기타 필요시에

호를 발간할 수 있다.

3. 취급 논문의 범위

원고는 의과학 및 이에 관련된 분야의 원고이며, 원고의

종류는 종설, 원저, 증례, 기타 간행위원회 결정으로 인정된

내용의 게재물 등으로 한다. 종설은 간행위원회에서 청탁한

원고에 한한다.

4. 논문심사, 게재 여부, 출판 순서 결정

1) 제출된 논문은 투고규정에 있는 양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규정된 양식으로 구성되지 않은 경우 간행위원회 심의를

거쳐 논문 심사 전에 논문을 반려할 수 있다. 

2) 원고의 게재여부와 순서는 간행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심사

는 심사위원 3명이 심사하여 통과,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자문 심사로 결정한다. 필요시 간행위원

이 원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와 체제를

편집방침에 따라 논문내용의 일부를 정정, 보완, 삭제할 수

있다.

5. 원고의 내용

1) 원고, 용어, 약어 

원저와 증례는 한글원고와 영문원고로 게재할 수 있다.   한

글 원고에서 학술용어는 이미 공식화되어 있는 용어는  그

대로 사용하고, 번역용어로 의미전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용어가 처음 사용할 때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원어로   표기

하고, 그 이후로는 번역용어를 사용한다. 인명, 지명 등 고유

명사로서 번역이 어려운 경우에는 원어를 사용한다.  영문약

어는 최소화하여야 하고, 최초 사용 시 원어를 풀어 쓴 후

괄호 안에 약어를 기입한 후 그 후부터 약어를 사용한다.

2) 글자의 크기, 용지 

원고는 글자크기 12 point로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정확히

하여 전산화 A4 용지에 줄 간격 200%로, 좌·우 여백

2 cm, 상·하 여백은 3 cm를 두고 작성한다.

3) 원고의 양 

원고의 양은 원저와 종설의 경우에는 제한은 없으나 인쇄

된 학회지 10쪽 이내를 권장하고, 증례보고는 5쪽 이내로

한다. 

6. 저작권 인계 동의서와 저자 점검표 제출

원고 접수 시 본 연구소가 제정한 소정 양식의 저작권 인계

동의서 및 저자 점검표를 제출한다. 

1. 논문의 순서 

1) 원저

한글 논문은 표지, 영문초록 및 색인, 본문(서론, 대상 및

방법, 결과, 고찰), 감사의 글, 참고문헌, 표와 그림, 그림

설명 순으로 하며, 영어 논문은 Title page, Abstract and

Key Words, Introduction, Materials and Methods,

Results, Discussion, Acknowledgement, References,

Table and Figure, Legend 순으로 한다. 

2) 증례

한글 증례는 표지, 영문초록 및 색인, 본문(서론, 증례,

고찰), 감사의 글, 참고문헌, 표와 그림, 그림 설명 순으로

하며, 영어 증례는 Title page, Abstract and Key Words,

Introduction, Case Report, Discussion, Acknowledgement,

References, Table and Figure, Legend 순으로 한다.

3) 쪽수의 표시는 표지부터 시작하여 논문 끝까지 일련번호로

하단중앙에 표시한다. 

4) 각 단원의 시작은 새로운 쪽으로 한다. 

5) 표와 그림은 표 1개당, 그림 1개당 1페이지에 작성한다.

2. 표지

표지는 첫 장에 따로 작성하고 표지에는 논문 제목, 소속 기관

명, 저자명 및 요약제목(running title)을 기재한다. 표지 좌측

하단에 책임저자의 성명, 우편번호, 주소, 소속, 전화 및 Fax

번호, E-mail 주소, 연구비 지원 수혜여부(기관, 년도와 연구비

수혜번호)와 발표여부(년도와 학회)를 영문으로 표기한다.

3. 제목

한글제목이 20자 이상(영문논문인 경우 영문제목이 30단어

이상)인 경우, 별도의 요약 제목을 기재한다. 임상적 혹은 실험적

연구논문인 경우 논문의 내용을 토대로 제목을 구체적으로 기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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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문초록

1) 한글제목과 영문제목이 일치하도록 작성하고, 영문성명,

영문소속을 올바르게 기재한다.

2) 종설, 원저, 증례보고에는 영문초록을 첨부한다. 

3) 영문초록은 저자, 소속, 핵심단어를 제외한 250 단어 이내

로 서술식의 비규정된(unstructured) 형식으로 작성한다.

4) 영문초록에는 각주, 표, 참고문헌 등을 사용할 수 없다. 

5) 영문법 및 시제 등 영문 전반에 걸쳐 올바른 영문으로 작성

한다. 

6) 영문초록의 내용을 한 단락(paragraph)으로 줄을 바꾸지

않고 작성한다. 

7) 영문초록은 본 위원회에서 위촉한 영문 검토자(English

reviewer)가 검토하여 임의로 수정할 수 있다. 

5. 색인용어 (Key Words)

영문초록의 하단에 10개 이내로 표기하며, Index Medicus의

주제 색인인 MeSH (medical subject heading)에 사용되는 단어

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감사의 글(Acknowledgments)

논문의 연구비 지원기관, 연구를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로 도움

을 주었던 분들에 대한 사항을 기술한다.

7. 참고문헌

1) 참고문헌은 인용순서대로 아라비아 숫자 번호로 기재하고,

본문에 ‘어깨번호’를 표시한다. 한글 논문을 본문에 인용한

경우, 참고문헌이 영문으로 기재되는 관계로, 본문에서

저자의 이름을 인용하여 표기하고자 할 때 한글로 표기하지

않고 영문으로 표기된 이름(성)을 표기한다. 

2) 모든 참고문헌 목록은 영문으로 기재한다(한국, 일본 문헌

도 전부 영문으로 표시).

3) 저자명은 모든 공저자를 기입하고, 7명 이상일 경우는 6명

까지 기재하고 나머지는 et al.로 기재한다.

4) 저자명은 성 뒤에 생략부호 없이 이름의 약자만 표기한다. 

5) 학술지명은 Index Medicus의 공인 약어를 사용한다.

6) 참고문헌의 숫자는 원저는 30개 이내, 증례보고는 20개

이내로 권장한다. 

7) 참고문헌의 표기양식은 Vancouver 형식(BMJ 1991;302:

338-41 혹은 N Engl J Med 1991;324:324-8)에 준한다. 

8. 표(Table)와 그림(Figure)

1) 표와 그림은 영문과 아라비아숫자로 작성한다. 

2) 표의 제목은 표의 상단에 명료하게 절과 구의 형태로 기술

하며, 명사와 형용사는 첫 자를 대문자로 한다. 표의 제목은

약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3) 표 내에는 약어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표 하단에

각주로 표시한다. 표 내에는 수직선이나 횡선을 사용하지

않고 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각주의 표시는 *, †, ‡, §, Ⅱ, ¶, ** 순으로 한다.

5) 그림의 제목과 설명은 그림 설명 단원(Legend)에만 기재하

고, 그림의 크기는 원칙적으로 7.4×10.0cm(3×4inches)로

1 inch 당 300 dpi로 선명하여야 하며, GIF, TIFF, EPS

또는 JPG 형식으로 하며 파일이 5개 이상인 경우 1개의

power point 파일로 한다. 

6) 그림 제목은 그림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영문(sentence)

문장으로 작성한다. 

7) 동일 번호에서 2개 이상의 그림인 경우에는 Fig. 1A, Fig.

1B 순으로 표시한다.

8) 표와 그림의 삽입위치는 본문의 우측여백에 표시하고, 본문

중에 표와 그림을 인용할 때는 Table과 Fig.로 표시한다. 

9) 병리조직 소견이나 현미경 소견인 경우, 염색법과 배율을

표시한다.

10) 이미 출판된 사진일 경우 그 사실을 명기하고 사용허가서

를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한다.  

9. 기타 논문 작성 시 유의사항

1)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 도량형은 meter 법을 사용하고,

검사실 수치는 international system of units(SI) 단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기계, 시약 및 약품의 기재방법은 제조회사, 도시 및 국적을

기입한다. 

3) 본문 중 영문에서 지명, 인명, 고유명사, 약자, 기타 대문자

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문자를 사용한다.

4) 미생물의 종속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하며, 처음 표기시에는

전체 이름을 표기(예: Echerichia coli )하고 그 후부터는

속명을 명하여 표기한다(E. coli). 라틴어(예: in vivo, in

vitro, versus)도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5) 영어 단어 약자 사용 시 처음에는 원어(약자)를 사용하고,

다음부터는 약자만 사용한다. 

6) 대상 및 방법, 결과 등에서 내용이 여러 가지인 경우 소제

목으로 나누어 기술한다. 대상 및 방법, 결과 등에서 내용이

여러 가지인 경우 소제목으로 나누어 기술한다. 

7) 통계처리법에 관한 설명시, 사용된 통계방법에 대한 정확한

기재와 논문에서 사용된 의미있는 P 값의 구간을 설명한다

(예: P<0.05). 그러나 최근 P 값에 관해 계산된 P 값을 직접

표시해도 무방하다(예: P =0.004). P 자는 대문자 이탤릭체

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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