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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투고규정

일반적인 지침사항

1.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지는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의 공식학술지로 연 4회 발행하며, 발행일은 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로 규정한다. 기타 필요

시 Supplement를 발간할 수 있다. 본 학회지의 영문명

은 Korean Journal of Pediatric Gastroenterology and 
Nutrition (Korean J Pediatr Gastroenterol Nutr)로 한

다. 
2. 원고는 소아소화기학, 간질환, 영양학 및 이에 관련된 

분야의 원고이며, 원고의 종류는 종설, 원저 및 증례보 

고 등과 학회소식과 공지사항 및 각 위원회의 보고사항 

등으로 한다. 종설은 간행위원회에서 청탁한 원고에 한 

한다.
3. 연구출판윤리 규정

   1) ‘중복 혹은 이중 게재’의 금지

   본 학회지는 학술지 발간의 일반적인 금지 사항인 ‘중
복 혹은 이중 게재’를 금한다. 만일 본 학회지에 투고 

혹은 발간된 논문이나, 기타 학술지에 투고 혹은 발간

된 논문을 다시 게재하고자 한다면 즉 저자가 ‘이차 게

재’를 원한다면, 일차 출판된 학술지의 편집장의 허락

을 받아 이차 게재를 원하는 학술지의 편집장에게 허

락서와 출판 논문 혹은 원고를 함께 보내 허락을 받아

야 한다.  
   2) 연구부정행위의 금지

   ‘날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결과를 거짓으로 만든 것

을, ‘변조’는 조작을 통해 연구결과를 변경하거나 누락 

시킨 것을,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과정(방법), 결
과물, 문장 등을 적절한 인용이나 승인 없이 도용한 경

우를 말한다.
   3) 사람 또는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 윤리

   인간과 관계된 모든 연구는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소

속기관의 독립적인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에서 연

구계획서를 심의 받은 후 진행하여야 한다. 동물 실험

에 관련된 국내, 국외의 실험지침을 따랐는지 원고에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향후 국제 학술지 

논문 게재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임상시험 인정기관의 

인증이 필요하고 본 학회지가 국제화를 준비하고 있는 

바, 모든 임상 시험은 시작 전에 질병관리본부의 임상

연구정보서비스(Korea Clinical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CRiS, http://cris.cdc.go.kr)에 등록 후 허가를 

받을 것을 적극 권장한다. 
   4) 저자 규정

   저자는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 2008)에서 정한 세 가지 기준 즉 (1) 
연구 구상과 계획, 연구 자료의 획득과 분석, 해석에 

실질적으로 공헌하여야 하고 (2) 논문을 작성하거나 

중요한 지적인 내용을 위해 결정적으로 수정하고 (3) 
출판될 원고를 최종 승인한 사람일 것을 권한다.

   5) 개인 정보 보호

   환자가 누구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기술내용, 사진, 가
계도는 과학적 목적을 위한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출판되어서는 안 된다. 단, 환자의 익명성

을 완전하게 보장하기 힘든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에게 

서면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6) 연구출판윤리와 연계되는 사항에 대한 심사 및 처

리 절차는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에서 제정한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http://kamje.or.kr/ 
publishing_ethics.html)’을 따른다.

4. 원고의 게재 여부와 순서는 간행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심사는 심사위원 3명이 심사하여 ① 통과 ② 수정 후 

게재 ③ 수정 후 재심사 ④ 게재불가 ⑤ 자문심사로 

결정한다. 게재불가에 대한 원칙은, 3인의 심사위원 중 

게재불가로 심사된 것을 간행위원회 규정에 따라 간행

이사가 최종 결정한 것을 게재 불가로 결정한다. 필요

시 간행위원이 원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와 체제를, 편집방침에 따라 논문내용의 일부를 정

정, 보완, 삭제할 수 있다. 심사와 관련된 세부 규정은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간행위원회 규정’에 포함된 

‘심사규정’을 따른다.
5. 원고는 한글 원고를 원칙으로 하고 영문 원고도 게재할 

수 있다. 한글 원고에서 학술용어는 대한의사협회 발행 

의학용어집(제5판, 2009)을 준용한다. 번역용어로 의미

전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용어가 처음 사용할 때 괄

호 안에 한자 또는 원어로 표기하고, 그 이후로는 번역

용어를 사용한다. 인명, 지명 등 고유명사로서 번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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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경우에는 원어를 사용한다. 영문약어는 최소화

하여야 하고, 최초 사용 시 원어를 풀어쓴 후 괄호 안에 

약어를 기입하고 나서 그 후부터 약어를 사용한다. 
6. 원고는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정확히 하여 전산화 A4 

용지에 격줄(double space)로, 좌ㆍ우단 2 cm, 상ㆍ하 

단은 3 cm의 여백을 두고 전산인쇄로 선명하여야 한 

다. 
7. 원고의 양은 원저와 종설의 경우에는 제한은 없으나 인 

쇄된 학회지 10쪽 이내를 권장하고, 증례보고는 5쪽 이 

내로 권장한다(학회지 1쪽은 글자만 포함될 경우 한글 

2,500자 정도이다). 
8 논문(원저, 증례, 종설 등)을 투고 시 학회 홈페이지 

(www.kspghan.or.kr)에 등록 및 로그인 후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문서는 글 혹은 MS-word 
로 작성되어야 하며, 그림은 JPEG, GIF, TIFF를 이용 

하여야 한다. 
9. 본 학회지에 실린 모든 논문의 저작권은 대한소아소화

기영양학회에 있다.

원고 작성에 관한 지침사항

1. 논문의 순서

  1) 원저의 논문순서는 ① 표지(Title page) ② 영문초록 

(Abstract) 및 색인(Key Words) ③ 본문 [서론

(Introduction), 대상 및 방법(Materials and Methods), 
결과(Results), 고찰(Discussion)] ④ 요약 ⑤ 감사의 

글(Acknowledgement) ⑥ 참고문헌(References) ⑦ 

표(Table)와 그림(Figure)과 그림설명(Legend) 순으 

로 한다(영문 논문인 경우는 괄호 속 순서로). 
  2) 증례의 논문순서는 원저의 경우와 동일하나 본문만 

서론(Introduction), 증례(Case), 고찰(Discussion), 요
약 순으로 한다. 

  3) 쪽수의 표시는 표지부터 시작하여 논문 끝까지 일련

번호로 하단 중앙에 표시한다(각 단원의 시작은 새로

운 쪽으로 한다). 
2. 표지

  1) 표지에는 논문 제목, 저자명, 저자의 소속 기관명, 책 

임저자, 요약제목(running title) 및 연구비 지원수혜 

등을 기재한다. 
  2) 표지 좌측 하단에 제1저자의 E-mail, 책임저자의 성 

명, 우편번호, 주소, 소속, 전화 및 Fax 번호, E-mail 
등을 표기한다. 

  3) 요약제목은 한글 제목이 20자, 영문 제목이 30자가 

초과할 시에만 표기한다. 
3. 영문초록

  1) 원저인 경우 영문초록은 저자, 소속, 색인용어를 제 

외한 250 단어 이내로 ① Purpose ② Methods ③ 

Results ④ Conclusion으로 나눈 규정된(structured) 
형식으로 작성한다. 

  2) 증례보고의 영문초록은 150 단어 이내로 서술식의 

비규정된(unstructured) 형식으로 작성한다. 
  3) 영문초록에는 각주, 표, 참고문헌 등을 사용할 수 없

다. 외국 워드프로세서(예: MS Word)의 영문 맞춤법 

기능과 단어 개수 확인 기능을 이용하여 점검한다.
4. 색인용어(Key Words)

영문초록이 끝나는 하단에 10개 이내로 표기하며, 
Index Medicus의 주제 색인에 사용되는 단어를 쓰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5. 본문

워드프로세서의 맞춤법 교정 기능을 이용하여 확인

한다.
6. 요약

  1) 원저의 요약은 ① 목적 ② 방법 ③결과 ④ 결론으로 

나눈 규정된(structured)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증례보고의 요약은 비규정된(unstructured) 형식으 

로 작성한다.
7. 감사의 글

필요시에만 기재하며 영어로 작성한다.
8. 참고문헌

1) 참고문헌은 인용순서대로 아라비아 숫자 번호로 기

재하고, 본문에 “어깨번호”를 표시한다.
2) 저자명은 모든 공저자를 기입하고, 7명 이상일 경우

는 6명까지 기재하고 나머지는 ‘et al.’로 기재한다.
3) 참고문헌은 모두 영어로 작성한다. 
4) 학술지명은 Index Medicus의 공인 약어를 사용한다.
5) 참고문헌의 숫자는 원저는 40개 이내, 증례보고는 

20개 이내로 한다.
6) 저자명은 성뒤에 생략부호 없이 이름의 약자만 표기

한다.
7) 참고문헌 표기양식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① 정기학술지인 경우:
저자명. 제목. 잡지명(약자로) 발행년도; 권수: 첫

쪽수-끝쪽수(끝쪽의 표시에서 첫쪽과 중복되는 쪽수

는 생략).
a) 정기 간행물인 경우

Seo JK, Ko JS, Choi KD. Serum ferritin and 
Helicobacter pylori infection in children: a 
sero-epidemiologic study in Korea. J Gastro-
enterol Hepatol 2002;17:754-7.

b) 기관이 저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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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yal Marden Hospital Bone-Marrow 
Transplantation Team. Failure of syngenetic 
bone-marrow graft without preconditioning in 
post-hepatitis marrow aplasia. Lancet 1977;2: 
742-4.

c) Volume with supplement
Treimann DM. Generalized convulsive status 
epilepticus in the adult. Epilepsia 1993;34 
Suppl 1:2-11.

d) Issue with supplement
Grados G, Cole JO, Haskell D, Marby D, 
Paine SS, Moore P. The natural history of 
tardive dyskinesia. J Clin Psychopharmacol 
1988;8(4 Suppl):31S-37S.

e) 권수(volume)가 없고, 호수(number)만 있는 

경우

Baumeister AA. Orgins and control of stero-
typed movements. Monogr Am Assoc Ment 
Defic 1978;(3):353-84.

② 책이나 단행본인 경우

a) 개인 저자인 경우

Volpe JJ. Neurology of the newborn. 2nd ed. 
Philadelphia: WB Saunders Co, 1987;209-79.

b) 단행본 내에 장(chapter)인 경우

Zipursky A, Bowman JM. Isoimmune he-
molytic diseases. In: Nathan DG, Oski FA, 
editors. Hematology of infancy and child-
hood. 4th ed. Philadelphia: WB Saunders Co, 
1993:44-73.

c) Conference proceeding인 경우

Vivian VL. editor. Child abuse and neglect: a 
medical community responce. Proceedings of 
the First AMA National Conference on Child 
Abuse and Neglect; 1984 Mar 30-31; Chica-
go. Chicago: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1985.

d) 학위논문인 경우

Youssef NM. School adjustment of children 
with congenital heart disease(dissertation). Pitts-
burgh(PA): Univ. of Pittsburgh, 1988.

③ 기타에서의 기재방법은 Vancouver 형식(BMJ 1991; 
302: 338-41 혹은 N Engl J Med 1991; 324: 
324-8)에 준한다.

9. 표(Table)와 그림(Figure)

1) 표와 그림은 영문과 아라비아숫자로 작성한다.
2) 표의 제목은 표의 상단에 명료하게 절과 구의 형태

로 기술하며, 명사와 형용사는 첫자를 대문자로 한

다. 표의 제목은 약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3) 표에는 약어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때에는, 표하단

에 각주로 표시한다. 표에는 수직선이나 횡선을 사

용하지 않고 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각주의 표시는 *, †, ‡, §, ∥, ¶, **순으로 한다(이

상은 Vancouver style에 준한다).
5) 그림의 제목과 설명은 그림 설명 단원(Legend)에만 

기재하고, 그림의 크기는 흑백인 경우 1인치당 300 
dpi 이상으로 스캔받아 JPEG, GIF, TIFF로 저장되

어야 하며, 선명하여야 한다.
6) 동일 번호에서 2개 이상의 그림인 경우에는 Fig. 1A, 

Fig. 1B 순으로 표시한다. 사진은 원칙적으로 칼라 

사진으로(방사선 촬영은 흑백 사진 가능)하고, 번호 

등의 표시는 사진에 직접 표시하지 말고 저장 파일

명에 기술하여야 한다.
7) 본문 중에 표와 그림을 인용할 때는 Table과 Fig.로 

표시한다.
10. 작성시 기타 유의사항

1)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 도량형은 meter법을 사용하

고, 검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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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문자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문자를 사용

한다.
4) 미생물의 종속명은 이태릭체로 표기하며 처음 표기

시에는 전체 이름을 표기(예: Escherichia coli)하고 

그 후부터는 속명을 명하여 표기한다(E. coli).
5) 본문 중에 인용하는 저자는 성만을 기재하며, 저자

가 1인 경우에는 <Smith1)는>, 2인인 경우 <이와 

박2)은>, 3인 이상인 경우 <Edward 등3)>으로 표기한

다.

기      타

1. 기타 상세한 사항은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지에 게재

되는 간행위원회 공지 및 보고사항을 참조한다.
2. 논문(원저 또는 증례)을 접수시 논문 심사료(2만원)를 

학회 통장(은행: 신한은행, 계좌번호: 100-024-007314, 
예금주: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에 온라인 입금한다. 
송금시 책임저자 또는 제1저자의 이름으로 송금한다.

3. 도안료와 그 밖의 특수 인쇄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저자가 부담한다.
4. 본 학회지에 투고 후 게재 승인된 논문의 저작에 관한 

모든 권한은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가 소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