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술논문 쓰기 전략 
 

의학논문 투고와 편집 A to Z 

연세대학교 의학도서관 



Contents 

• 연구 출판 윤리 
 

• 원고 준비 
 

• 투고 과정 
 

• Turnitin 



부정 (Misconduct) 

연구 출판 윤리 원고 준비 

배종우. 의편협 제3회 논문작성 워크숖 “사례로 본 표절과 대책” http://www.kamje.or.kr/workshop/2014/0823/2.pdf Accessed Mar 27, 2016. 

투고 

• 연구부정 
• 위조 (Fabrication) 

• 변조 (Falsification) 

• 비윤리적 연구 (Unethical research) 
 

• 출판부정 
• 표절 (Plagiarism) 

• 선택적보고 · 출판 비틀림 (Biased/selective reporting) 

• 저자되기 남용 (Authorship abuse) 

• 중복출판 (Redundant publication) 

• 이해관계 미신고 (Undeclared conflict of interest) 

• 심사자 부정 (Reviewer misconduct) 

• 지위의 남용 (Abuse of position) 

Turnitin 



위조 & 변조 (Fabrication & Falsification) 

합성사진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가 합성 경연장이 되어버린 니콘 페이스북. http://photohistory.tistory.com/16139 Accessed Mar 2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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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 변조 (Fabrication & Falsification) 

• 위조 예 
• 인터뷰 없이 가상의 주제에 대한 질문표 완성 

• 시행하지 않은 실험 연구 자료 작성 

• 실제로 얻은 연구 자료에 허구의 연구 자료를 첨가 

• 임상연구에서 가상의 자료 추가 
 

• 변조 예 
• 연구 자료 변경하여 자료의 상이함 수정 

• 연구기록에서 날짜 실험과정을 변조 

• 통계분석 결과를 그릇되게 설명 

• 세포주 등 실험 방법을 틀리게 언급 

• 계속 연구과제 신청 시 자료를 긍정적으로 바꿈 

• 논문에서 연구 대상이나 방법을 그릇되게 설명 

• 선택적 보고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서울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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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조 (Falsification) 

Different set of experiments 

Same blot was used 

황은성. 국내외 학술지에서의 출판윤리 이슈와 논문의 질 관리. In: 연구윤리포럼: 과학학술지에서의 출판윤리. 2012. 12. 13. Seoul :KCSE; KIRD; KOFST;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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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Plagiarism) 

• Plagiarism 
• 인용구 없이 원문 그대로 인용 

• 원문 주변 다른 문장을 붙이고 원문 일부 첨삭, 변형 

• 작성 문헌을 2개 이상 출판 시 
IEEE(세계전기전자학회)에서는 대조문헌 간 25%이상 
ACM(세계컴퓨터협회)에서는 70%이상 동일 시 
 

• Turnitin 
• 유사도 분석 

• 논문표절 예방 

• http://ymlib.yonsei.ac.kr/local/html/turnitin 
 

• Crosscheck 
• iThenticate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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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적 보고 · 출판 비틀림 

• 임상연구 
•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 그 결과는 의료행위 및 관련 정책의 

결정 과정에 필요한 근거자료 

• 연구결과 보고 시, 선택적 보고 · 출판 비틀림 현상 발생 

• 임상연구등록 : 연구 초기단계에서 선택적 보고 · 출판 비틀림 
방지하여 결과의 객관성 확보 방안 
 

• ICMJE 가입학술지 
• 임상시험을 임상시험 등록기관에 등록할 것을 요청 

• 시험 방법을 등록 

• 학술지의 논문출판 시 초록 끝부분에 기술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위원회. “생의학학술지 투고 원고의 통일 양식” http://kamje.or.kr/uniformreq.html Accessed Mar 2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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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시험 (Clinical Trials) 등록 사이트 

• www.clinicaltrials.gov 

• WHO 승인 등록사이트 (Primary Registries) 
• Clinical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CRiS), Republic of Korea 

 cris.nih.go.kr 

• www.ISRCTN.org 

• Australian New Zealand Clinical Trials Registry (ANZCTR) 
 www.anzctr.org.au 

• EU Clinical Trials Register (EU-CTR)  
 eudract.ema.europa.eu 

• Japan Primary Registries Network (JPRN) 
 UMIN CTR www.umin.ac.jp/ctr/index/htm 

• The Netherlands National Trial Register (NTR) 
 www.trialregister.nl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위원회. “생의학학술지 투고 원고의 통일 양식” http://kamje.or.kr/uniformreq.html Accessed Mar 2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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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되기 (Authorship)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위원회. “생의학학술지 투고 원고의 통일 양식” http://kamje.or.kr/uniformreq.html Accessed Mar 27, 2016. 

• 저자 
• 학술적 개념과 계획 혹은 자료의 수집이나 분석 혹은  

해석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공헌 

• 논문을 작성하거나 학술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수정 

• 출판할 논문의 최종 원고를 읽고 동의 

• 논문의 정확성에 의문이 제기될 때 이를 적절하게 조사하고 
해결하는데 책임을 지기로 동의 
 

• 기여자 
• 연구수행에 기술적인 도움 

• 논문 작성에 기여 

• 총괄적인 지원한 부서의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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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되기 (Authorship) 

• JAMA Example 

Coté GA, Slivka A, Tarnasky P, et al. Effect of covered metallic stents compared with plastic stents on benign biliary stricture resolution:  
A Randomized Clinical Trial. JAMA. 2016;315(12):1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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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출간 (Overlapping Publication)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위원회. “생의학학술지 투고 원고의 통일 양식” http://kamje.or.kr/uniformreq.html Accessed Mar 27, 2016. 

• 중복투고 (Duplicate Submission) 
• 학술지에 출판을 위해 투고된 원고는 다른 학술지에 투고되어 

출판의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1) 둘 이상의 학술지가 동시에 투고된 한 논문을 출판할 권리를 
 주장하여 합의되지 않을 가능성 

2) 둘 이상의 학술지가 불필요한 심사, 편집, 출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게 될 가능성 

 

• 중복출판 (Redundant Publication) 
• 인쇄 또는 전자매체를 통해 출판된 논문을 이중으로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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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출판이 허용되는 경우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위원회. “생의학학술지 투고 원고의 통일 양식” http://kamje.or.kr/uniformreq.html Accessed Mar 2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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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 
 
 
 
 

이해관계 (Conflicts of Interest)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위원회. “생의학학술지 투고 원고의 통일 양식” http://kamje.or.kr/uniformreq.html Accessed Mar 27, 2016. 

이해관계 

저자 이해관계 

연구지원 이해관계 

편집인, 전문심사자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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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 고지문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위원회. “생의학학술지 투고 원고의 통일 양식” http://kamje.or.kr/uniformreq.html Accessed Mar 2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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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MJE. Conflict of Interest Disclosure Forms . http://www.icmje.org/conflicts-of-interest/ Accessed Mar 2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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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내 이해관계 서술 

• JAMA Example 

Coté GA, Slivka A, Tarnasky P, et al. Effect of covered metallic stents compared with plastic stents on benign biliary stricture  
resolution: A Randomized Clinical Trial. JAMA. 2016;315(12):1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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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 사람과 동물의 보호 

• 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 피험자의 권리와 복지 보호의 보증 

• 임상시험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IRB의 승인이 필수 

• http://ocr.yuhs.ac/HPC/IRB/Common/IrbIntro.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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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내 윤리적 고려사항 서술 

Loneliness and social isolation as risk factors for coronary heart disease and stroke: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longitudinal observational studies http://dx.doi.org/10.1136/ heartjnl-2015-308790. 

문헌검색 · 메타분석은 저자가 아님 

각 기여자의 역할 서술 

저자 연구지원 편집인의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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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정보센터 
http://www.cre.or.kr 



저작권 (Copyright) 

• 많은 학술지가 출판사에 저작권 이양 요구 
 

• Open Access 논문 증가 
• 저자가 저작권 소유 

• Author Rights & the SPARC Author Addendum 
(http://sparcopen.org/our-work/author-rights) 
 

• 다양한 저작권 상태 
•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국가 기금으로 연구한 논문) 

• 편집인이 다른 사람에 대한 저작권을 포기한 경우 

• 저작물의 사용권이 일부 보장되는 경우 
(학술지가 아닌 다른 출판물이나 전자출판물에 허락받고 인용)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위원회. “생의학학술지 투고 원고의 통일 양식” http://kamje.or.kr/uniformreq.html Accessed Mar 2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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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e Commons / Copyright 

• 이용허락조건 

•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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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학술지 선택 방법 

• 학술지 목적과 범위 

• 논문과 학술지의 주제가 일치하는가? 

• 논문의 유형 

• 대상 독자층 
 

• 권위 & 인지도 

• 편집위원 

• 주제분야별 Impact Factor 순위 

 

Rajagopalan, J. “How to choose journals for submitting your paper ” https://www.editage.co.kr/insights/how-to-choose-a-journal-for-your-research-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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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 the Best Fit Journals for your Manuscript 

• Powered By Web of ScienceTM 

 

https://www.myendnotewe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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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 the perfect journal for your article 

• Powered by the Elsevier Fingerprint Engine™ 
• http://journalfinder.elsevi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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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er journal selector 

연구 출판 윤리 원고 준비 투고 Turnitin 

http://www.springer.com/gp/authors-editors/journal-author/journal-author-
helpdesk/preparation/1276 

 

 

 



BioMed Central Find the right journal 

• Journal Selector βeta : a free tool from edanz 

 

 

 

http://www.biomedcentral.com/submissions/find-the-right-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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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 Open Access 학술지 

• Open Access 
• 저자가 출판 비용 부담 

• 이용자의 무료 접근 

• 시공간을 초월한 상시적 접근 

• 저자가 저작권 보유 
 

• 비정상 Open Access 
• Predatory Publishers : 논문 투고료만 받아 이익 챙기는 학술지 

• Misleading metrics : 위조하거나 유사한 잘못된 방법으로 
계산된 인용지수를 해당 학술지 웹사이트나 스팸 메일에 기재 

• Hijacked journals : 위조한 Website제작하여 논문출판비용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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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 Open Access 학술지 

• 사례 
Journal of Palliative Care & Medicine 
Impact Factor: 1.88 등의 정보 제공, 논문제출을 원한다는 E-mail 

 Journal of Palliative Medicine, 2014 IF 1.912 
 SCI급 학술지가 아니며 Impact Factor가 없음  

• 주요 학술 데이터베이스의 등재여부 확인 
•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Catalog 의 Indexed for MEDLINE: 

http://www.ncbi.nlm.nih.gov/nlmcatalog/journals 

• Thomson Reuters사의 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http://scientific.thomsonreuters.com/cgi-bin/jrnlst/jloptions.cgi?PC=D 

• Scopus 등재학술지 목록 
http://ymlib.yonsei.ac.kr/bbs/list/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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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Catalog의 검색 결과 

• 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의 검색 결과 



BMJ Preparing your manuscript http://journals.bmj.com/site/authors/preparing-manuscript.xhtml Accessed Apr 21, 2016 



Cover Letter 

• Cover Letter 
• 원고와 관련하여 편집인에게 알려야 할 특별한 가치 

• 저자(들)의 출판되었거나 출판 고려중인 관련 문헌에 대한 사항 

• 제출된 논문의 이전 리뷰 

• 모든 저자가 이 원고에 기여했고 내용에 동의하며 각 저자가 
한 역할 

• 이 원고가 어느 곳에서도 다른 언어로 출판된 적이 없으며, 
인체 혹은 윤리규정에 따랐고, 제약사 · 의료기구 · 기금 받은 
곳과 어떤 저작권 이해관계도 없다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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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cover letter for submission of a paper to an SPIE journal 

  

[Your Name] 

[Your Affiliation] 

[Your Address] 

  

[Date] 

  

Dear Dr. [Editor name],  

I/We wish to submit a new manuscript entitled “[title of article]” for consideration by the [journal name]. 

 

I/We confirm that this work is original and has not been published elsewhere nor is it currently under 

consideration for publication elsewhere. 

 

In this paper, I/we report on _______. This is significant because __________.  The paper should be of 

interest to readers in the areas of __________.   

 

[Please explain in your own words the significance and novelty of the work, the problem that is being 

addressed, and why the manuscript belongs in this journal. Do not simply insert your abstract into your 

cover letter! Briefly describe the research you are reporting in your paper, why it is important, and why you 

think the readership of the journal would be interested in it.] 

Please address all correspondence concerning this manuscript to me at [email address]. 

 

Thank you for your consideration of this manuscript.  

 

Sincerely, 

 

[Your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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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Title Page) 

• 논문제목 
• 간결하게 하지만 중요 정보는 포함 

• 무작위 시험 or 대조군 시험 
 

• 저자 정보 
• 이름, 소속기관, 교신저자 

 

• 난외표제 (Running Title, Short Title) 
• 일반적으로 공란 포함 40자 이내 

 

• 글자 수 
• 본문, 초록의 글자 수 

 

• 이해관계 (Conflicts of Interest)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위원회. “생의학학술지 투고 원고의 통일 양식” http://kamje.or.kr/uniformreq.html Accessed Mar 2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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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사례 (YMJ) 

Apolipoproteins as Differentiating and Predictive Markers for Assessing Clinical Outcomes in Patients with Small Cell Lung Cancer 
http://dx.doi.org/10.3349/ymj.2016.57.3.549  

논문제목 
공란 포함 150글자 이내 

Arial 14 point 

공란포함 50글자 이내, 11 

모든 저자 기술 

모든 저자 소속기관 기술 

교신저자 기술 

교신저자의 소속 및 주소 

교신저자 연락처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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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Abstract) 

• 원저/종설 
• 구조화된 초록 

 

• 초록의 내용은? 
• 연구의 배경 목적 

• 기본적인 연구방법 

• 주요결과 

• 재정지원 출처 

• 임상시험 등록번호 기재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위원회. “생의학학술지 투고 원고의 통일 양식” http://kamje.or.kr/uniformreq.html Accessed Mar 27, 2016. 

N Engl J Med 2016;374:1221-31. DOI: 10.1056/NEJMoa150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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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 Medical Subject Heading (MeSH) 

연구 출판 윤리 원고 준비 투고 Turnitin 

MeSH Database : http://www.ncbi.nlm.nih.gov/mesh 



MeSH on Demand : https://www.nlm.nih.gov/mesh/MeSHonDemand.html 



본문 

• Introduction 
• 연구의 배경 기술, 직접적인 관련 있는 참고문헌만 인용 

 

• Methods 
• 연구대상, 기술적 정보, 통계 

 

• Results 
• 연구결과를 중요한 순서대로 기술 

 

• Discussion 
• 연구의 참신성과 중요성 그리고 얻은 결론 등을 가장 유용한 

근거에 입각하여 강조 

• 실험연구 : 다른 연구결과와 대조, 연구의 제한점 서술, 
향후 연구와 임상 적용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에 대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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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 : 본문인용 

• 본문 · 표 · 그림에 인용 
• 인용순서 순 숫자 

• 윗첨자는 . , 다음, ( ) [ ]는 . , 앞에 인용 

• A,1 A.1) A (1). A [1], 
 

• 사례 (AMA) 
• As reported previously,1,3-8,19 

• The derived data were as follows3,4: 

• The 2 largest studies to date included 262 and 183 patients. (X) 

• The 2 largest studies to date included 26 patients2 and 18 patients.3 (O) 

• The largest lesion found in the first study was 10 cm.2 (X) 

• The largest lesion found in the first study2 was 10 cm. (O) 

 

 

References. In: Iverson C, Flanagin A, Fontanarosa PB, et al., editors. AMA manual of style. 10th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p.3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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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 : Journal Article 

• Standard journal article 
• Petitti DB, Crooks VC, Buckwalter JG, Chiu V. Blood pressure 

levels before dementia. Arch Neurol. 2005 Jan;62(1):112-6. 
 

• Author. Title. Journal. Year Date;Volume(Issue):Pages. 

• 일반적으로 Title을 쓸 때 첫 글자만 대문자로 

Blood pressure levels before dementia 

• 일반적으로 Date 생략 

• Issue 생략하는 경우가 많지만 Supplement가 존재할 때는 사용 

Patrias K, Wendling DL;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Citing medicine: the NLM style guide for authors, editors, and publishers. 2nd ed.  
Bethesda, Md. : Dep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U.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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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 : 저자 (Author) 

• 일반적 규정 
• 본문에 인용된 순서로 

• 개별저자의 성을 입력 

• 복성의 경우 성 사이에 공란 사용 

• 성 다음 이름과 중간 이름은 이니셜 부여 

• 각 저자는 콤마로 구별 

• 저자명 맨 뒤에는 마침표 
 

• Petitti DB, Crooks VC, Buckwalter JG, Chiu V, von Neumann J. 

Patrias K, Wendling DL;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Citing medicine: the NLM style guide for authors, editors, and publishers. 2nd ed.  
Bethesda, Md. : Dep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U.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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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 : 단체 저자 

• 단체명 앞에 The 생략 
• The American Cancer Society  American Cancer Society 

 

• 단체의 일부 또는 부서의 경우 상위 명 다음 콤마 하위 명 
•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Committee on Ethics. 

 

• 국명이 드러나지 않는 국가조직의 경우 맨 뒤 ISO 2자리 
•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US). 

•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Health (KR). 
 

• 단체명 사이는 세미콜론 
• Canadian Association of Orthodontists; Canadian Dental 

Association. 
 

• 개인과 단체명 사이는 세미콜론 
• Emanuel EJ; Consortium to Evaluate Clinical Research Ethics. 

Patrias K, Wendling DL;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Citing medicine: the NLM style guide for authors, editors, and publishers. 2nd ed.  
Bethesda, Md. : Dep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U.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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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 : Journal Name 

• Abbreviation 
• NLM Title Abbreviation ↔ ISO Abbreviation 

• NLM N Engl J Med 

• ISO N. Engl. J. Med. 

 

• NLM Catalog 
• http://www.ncbi.nlm.nih.gov/nlmcatalog/journals 

• JAMA : 1960년부터 JAMA 
 이전 : J Am Med Assoc 

• BMJ : Vol. 297 no.6640, 1988부터 BMJ 
  이전 : Br Med J 

Patrias K, Wendling DL;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Citing medicine: the NLM style guide for authors, editors, and publishers. 2nd ed.  
Bethesda, Md. : Dep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U.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2007. 

연구 출판 윤리 원고 준비 투고 Turnitin 



References : Book 

• Book : 도서 전체 인용 
• Ringsven MK, Bond D. Gerontology and leader-ship skills for 

nurse. 2nd ed. Albany (NY): Delmar Publishers; 1996. 
 

• Book chapter : 특정 장을 인용 
• Phillips SJ, Whisnant JP. Hypertension and stroke. In: Laragh 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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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nsei Medical Journal. Information for contributors. http://eymj.org/index.php?body=instruction Access Mar 2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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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 : Book 

Crockarell JR, Jr., Guyton JL. Arthroplasty of the knee. In: Campbell WC, Canale ST, 
Beaty JH, editors. Campbell's operative orthopaedics. 11th ed. Philadelphia, PA: 
Mosby/Elsevier; 2008. p.241-311. 

Editor  : Campbell WC, Canale ST, Beaty JH 
Chapter Author : Crockarell JR, Jr., Guyton JL 
Edition  : 11th 
Place Published : Philadelphia, PA 
Publisher  : Mosby/Elsevier 
Year  : 2008 
 
Book  : Campbell's operative orthopaedics 
Part  : Arthroplasty 
Chapter  : Arthroplasty of the knee 
Section  : Biomechanics of knee arthroplasty 

Author Title Editors 

Book Title Edition Place Published 
Publisher Year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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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Table) 

• Table 
• 본문의 내용을 집약적으로 발췌 

• 본문 인용 순 번호 

• 별도의 페이지에 기술 

• 표 내부에 가로줄이나 세로줄은 삽입하지 않는다. 

• 행마다 짧거나 약어로 된 표제 

• 표제에 제시하기 힘든 설명문은 각주를 만들어 제시 

• 각주 기호 
• *, †, ‡, §,∥, ¶, **, ††, ‡‡, etc. 

• 통계학적 변이량 명시 

• 출판된 것이거나 아직 출판되지 않은 자료를 사용하였으면 

원저자의 허락을 받고,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위원회. “생의학학술지 투고 원고의 통일 양식” http://kamje.or.kr/uniformreq.html Accessed Mar 2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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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Table) 

Visual presentation of data. In: Iverson C, Flanagin A, Fontanarosa PB, et al., editors. AMA manual of style. 10th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p.81-124. 

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of Infants with Initial and F

ollow-up Screening 

Characteristics 

Initial Screening 

(n = 202) 

Initial and 

Follow-up 

Screeing 

(n = 147) 

Age, mean (SD), mo 9.9 (1.2) 9.8 (1.1) 

Female, No (%) 107 (53) 78 (53) 

Weight, mean (SD), kg 9.5 (1.2) 9.5 (1.2) 

Length, mean (SD), cm  72.7 (5.3) 72.6 (5.3) 

Birth weight, mean (SD), kg 3.3 (0.5) 3.4 (0.5) 

Race/ethnicity, No. (%)*   

Black/African American 85 (42) 63 (43) 

Hispanic/Latino 64 (32) 48 (33) 

White 17 (8) 13 (9) 

Asian 8 (4) 4 (3) 

Other/unknown 28 (14) 19 (13) 

*Parents or guardians self-determined the race/ethnicity of their infant. 

Other/unknown includes any race/ethnicity not represented by any of the 

aforementioned categories. 

Table number and title 

Column headings 

Field with data cells 

Footnote 

Law headings 
(stubs) 

값은 Heading 아래 가운데 정렬 

Heading은 볼드 

기호는 * † ‡ § ∥ ¶ 순서 로 

약어 · 설명은 각주에 자세히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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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점검사항 

• 제목은 장황하지 않고 충분히 설명되었나? 
 

• 행과 열이 깔끔한가? 
 

• 표가 꼭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자세해야 하나? 
약어가 필요한가? 
 

• 본문 없이 표만으로 모든 항목의 의미를 알 수 있나? 
 

• 본문에서 모든 표를 언급했나?  
그리고 순서대로 언급했나? 
 

• 둘 이상의 표를 하나로 묶을 수 있나? 
 

• 표는 이미지로 작성하지 않는다 

Browner WS. Tables. In: Browner WS, editor. Publishing and presenting clinical research. New York: LWW; 2006. p.7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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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Figure) 

• Figure 
• 그 자체로 독해 가능 

• 제목과 설명은 별도의 그림 설명 페이지(Figure Legend)에 기술  

• 현미경 사진은 축적을 표시 Ex) X400 

• 출판된 그림의 출처와 사용에 대한 저작권자의 동의 
 

• Figure Legend 
• 본문에 나오는 순서대로 

• 기호, 화살표, 숫자 또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를 설명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위원회. “생의학학술지 투고 원고의 통일 양식” http://kamje.or.kr/uniformreq.html Accessed Mar 2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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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규정 : Surgery 

• “Color images need to be saved as CMYK, at least 
300 dots per inch (dpi). Gray scale images should 
be at least 300 dpi.” 
• https://www.elsevier.com/journals/surgery/0039-6060/guide-for-

authors 
 

• 그래픽 용어는 어떤 뜻일까? 
• Color image : CMYK, RGB 

• Gray scale image 

• dots per inch = dpi 

• dot는 인쇄 또는 출력 시 하나의 점  

• 점이 모여서 이미지를 완성  Raster (bitmap) 

• 선(Line)이 모여서 이미지 완성  Vector 

Surgery. “Guide for Authors” https://www.elsevier.com/journals/surgery/0039-6060/guide-for-authors Accessed Apr 1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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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YK vs RGB 

• CMYK 
• CMYK(Cyan Magenta Yellow Key) : 4가지 색 사용 잉크체계 

• 시작할 때 CMYK 모드 지정 

• 출판 인쇄 

• RGB(Red Green Blue) : 웹 출력 

연구 출판 윤리 원고 준비 투고 Turnitin 



해상도 

• 해상도 
• 종이나 스크린 등에 표현된 그림 따위가 섬세함의 정도 

• 단위 : 보통 1인치 안에 표현되는 화소(Pixel)나 점(Dot)의 수 

• DPI = Dots / Inch 

 

 

 

 

• 출력을 전제로 한다. 

• Size (inches) x resolution (dpi) = pixel numbers 

이준행. “Table 및 Figure 정리” http://www.kamje.or.kr/workshop/2015/0829/7.pdf Accessed Apr 1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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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해상도 

• Pixel의 수로 해상도 결정 

• 이미지 변형은 해상도가 내려간다 
• 원본 이미지 백업 필수 

이준행. “Table 및 Figure 정리” http://www.kamje.or.kr/workshop/2015/0829/7.pdf Accessed Apr 18, 2016. 

연구 출판 윤리 원고 준비 투고 Turnitin 



이미지편집 프로그램 

• Adobe Photoshop 
• 그래픽 툴 

• 기본은 RGB 
 

• Adobe Illustrator 
• Vector 이미지 제작 툴 
 

• 무료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 
• GIMP (김프) 

• PhotoScape (포토스케이프) 

• Paint.net (페인트닷넷) 

• Inkscape (잉크스케이프) : Vector Image 

 

Surgery. “Guide for Authors” https://www.elsevier.com/journals/surgery/0039-6060/guide-for-authors Accessed Apr 1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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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ctor vs. Raster 

modassic. “WHAT IS A VECTOR? WHAT IS RASTER?” https://modassicmarketing.com/understanding-image-file-types Accessed Apr 18, 2016. 

Vector Raster 

Uses 

Source files 
for logos, charts 

Output files 
for most graphics 

Print Uses 

Source files 
to be sent to the 

printer 

HI-RES files 
can be printed at 

300dpi 

File Types 

.ai 
.eps 
.pdf 
.svg 

.jpg 
.gif 
.png 
.t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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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파일 형식 

• Vector 
• ai : Adobe Illustrator Artwork (AI) 

• eps : 인쇄용 고출력 파일 형식 

• svg : 개방형 표준 

• pdf : Adobe의 문서작성용 파일 형식 
 

• Raster (bitmap) 
• tif : 일반적인 파일 형식 

• jpg : 정지 화상을 위한 손실 압축 방법 표준 

• png : 비손실 그램픽 파일 형식, CMYK 지원하지 않음 

• gif : 비트맵 그림팩 파일 형식, 256색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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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ster vs Vector 

TIF file PD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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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파일 형식 

이준행. “Table 및 Figure 정리” http://www.kamje.or.kr/workshop/2015/0829/7.pdf Accessed Apr 18, 2016. 

• Vector 
• 확대하여도 격자구조가 발생하지 않는다. 

• 대부분의 Line art 

• 별도의 벡터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 사용 

• Adobe Illustrator: *.AI  

• Core Draw: *.eps 

• Inkscape: *.svg 
 

• 최고의 해상도  
• 가능한 Vector 프로그램으로 Figure 작성 

• TIF 등의 Bitmap 이미지 요구 시 마지막에 Bitmap으로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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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규정 : Springer 

• Line Art 
• 음영 없는 흑백 그래픽 

• 선은 적어도 0.1 mm (0.3 pt) 

• 비트맵은 최소 1200 dpi 이상 

• 글꼴은 포함한 백터이미지는 그래픽파일 안에 폰트가 포함 
(폰트는 충분히 크게 보통 8 pt 이상) 
 

• Halftone Art 
• 미세한 음영 사진 또는 그림 

• 최소 300 dpi 

• 임의의 배율 사진의 경우 수치가 있는 스케일바 사용 
 

• Combination Art 
• 하프톤과 라인아트의 복합 

• 600 dpi 이상의 해상도 

Springer. “Manuscript preparation. Artwork” http://www.springer.com/gp/authors-editors/journal-author/journal-author-helpdesk/preparation/1276 Accessed Apr 1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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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규정 : American Society for Nutrition 

• Line Art 
• 1000 dpi 음영 없는 흑백 그래픽 

• Halftone Art 
• 300 dpi 이상 

• Combination Art 
• 600 dpi 이상 

• Figure 
• Font size 7 points 

• 1 column ( < 8.5 cm) 

• 1 column: 3 inches / 7.6 cm 

• 1.5 column: 4.5 inches / 11.5 cm 

• Maximum width (to span 2 columns): 5.7 inches / 14.4 cm 

• Maximum height: 8.8 inches / 22.4 cm 

American Society for Nutrition. “REVIEW ARTICLE STYLE AND FORMAT: Tables and Figures” http://advances.nutrition.org/site/misc/ifora12_tf.xhtml Accessed Apr 1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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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lumn, 8.5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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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 SIZE Image width 
Pixels at  
300 dpi 

Pixels at  
500 dpi 

Pixels at  
1000 dpi 

Minimal size 30 mm (85 pt) 354 591 1181 

Single column 90 mm (255 pt) 1063 1772 3543 

1.5 column 140 mm (397 pt) 1654 2756 5512 

Double column 
(full width) 

190 mm (539 pt) 2244 3740 7480 

Elsevier. Artwork – Sizing https://www.elsevier.com/authors/author-schemas/artwork-and-media-instructions/artwork-sizing  Accessed Apr 2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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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New Roman 

Arial 

Helvetica 
 

• Size 

• Main text : 10 – 12 pt 

• Figure / Table : 8 pt 이상 

이미지 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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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Art 

Before After: Adobe illust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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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포인트 이미지 변환 

이준행. “Table 및 Figure 정리” http://www.kamje.or.kr/workshop/2015/0829/7.pdf Accessed Apr 18, 2016. 

• 파워포인트 직접 
• 직접 “다른 이름으로 저장”에서 TIFF로 저장할 경우 

저해상도(72 dpi)의 TIFF로 변환됨  추천하지 않음 
 

• Adobe Acrobat, Photoshop 이용 
1. Acrobat 이용 PDF 파일 (Vector 이미지)로 저장 

2. Photoshop에서 고해상도로 불러온다 

3. Photoshop에서 TIFF로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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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행. “Table 및 Figure 정리” http://www.kamje.or.kr/workshop/2015/0829/7.pdf Accessed Apr 18, 2016. 



그림 점검사항 

• 모든 그림은 요점이 명확한가? 
 

• 축, 선, 바, 점에 표시가 있으며 척도는 정확한가? 
 

• 각 그림에 제목 외의 설명이 있는가? 
 

• 본문에 언급된 순서대로 정렬되었나? 
 

• 본문은 그림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가? 
 

Browner WS. Figures. In: Browner WS, editor. Publishing and presenting clinical research. New York: LWW; 2006. p.9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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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Table의 저작권 동의 

• 출처의 Creative Commons / Copyright 여부 
• Creative Commons  http://www.cckorea.org/xe/main의 

제한 조건에 따라 사용가능 
 

• 유료출판사 출판사 등에 연락 
• IUCR의 저작권 동의 샘플 편지 포함 

• http://journals.iucr.org/services/obtainingpermission.html 

• Wiley : 
http://www.wiley.com/legacy/authors/guidelines/stmguides/3frames.htm 

• Elsevier : http://www.elsevier.com/about/policies/author-
agreement/obtaining-permission 

• Springer : https://www.springer.com/gp/rights-permissions 

• NEJM : http://www.nejm.org/page/about-nejm/permi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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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자료 (Supplementary File) 

• 학술지 인쇄본에 수록하지 않은 보충자료 
• 표, 그림, 초록, 본문의 보충자료 

• 이미지, 엑셀 · 워드 · PDF … etc. 

• 음성파일 (Audio material) 

• 동영상파일 (Video material) 
 

•  동영상 (Multimedia) 파일 
• FLV : 플래시 비디오, Adobe(매크로미디어)사가 개발   

• MOV : 애플사의 표준 영상파일 

• MP4 : MPEG4, 멀티미디어 통신용으로 개발된 영상압축 기술 

• AVI :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포함, 용량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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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자료 (Supplementary File) 예 

http://dx.doi.org/10.5999/aps.2015.42.2.164 Accessed Apr 25, 2016  



측정단위 

• 기본 규칙 

• 길이, 높이, 무게 및 부피 : 미터법 단위 or 그의 십배수 단위 

• 온도 / 혈압 : °C / mmHg 

• 약물농도 : SI 단위 또는 무게 단위 

• 수치와 알파벳에 근거한 단위는 사이에 한 칸 
175 cm, 72 kg 

• 알파벳이 아닌 기호와 수치 사이는 간격이 없음 
44%, $87, 37.5°C 
 

• SI 단위 사용규칙 
• 단위는 소문자 (예외 고유명사 유래와 L은 대문자) 

• 250 g, 150 W, 4 L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위원회. “생의학학술지 투고 원고의 통일 양식” http://kamje.or.kr/uniformreq.html Accessed Mar 2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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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와 기호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위원회. “생의학학술지 투고 원고의 통일 양식” http://kamje.or.kr/uniformreq.html Accessed Mar 27, 2016. 

• 약어 
• 표준약어만 사용 

• 논문제목/초록에는 사용하지 않음 

• 처음 나올 때는 모든 철자 쓰고 이후 약어 사용 
 

• 기호 
• 소수점 사용 시 ‘1’을 넘을 수 있는 경우 소수점 앞에 0을 표기 

넘을 수 없는 경우는 0을 생략 
Ex) t=0.26, F=0.92, p<.001, r=.14, R2 =.61 
 

• 유의 확률 p값은 값 그대로 기술,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기재 

Ex) p=.003 

p 값이 .000으로 나올 경우에는 p<.001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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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연구계획을 위한 보고서 양식 지침 

• EQUATOR Network 
• http://www.equator-networ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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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Word Template 

• Word Template 
• 원고의 기본 형식 및 주의사항 제공 

• 일부 학술지 Word template 제공 
 

• EndNote 
• EndNote의 Template 폴더 190건의 Template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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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Word Tem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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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C의 Template IEEE의 Template 



Microsoft Word : 페이지 레이아웃 

• 여백 
• 페이지 레이아웃 탭  페이지 설정 그룹   

여백  기본 / 넓게 / 사용자 지정 여백 

• 1인치 : 2.54 cm 
 

• 페이지 나누기 
• 삽입 탭  페이지 그룹  페이지 나누기 

(Ctrl + Return) 

• Abstract, Main text, References, Figure Legends 
페이지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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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Word : 검토 

• 변경 내용 추적 
• 검토 탭  추적 그룹  변경 내용 추적  

변경 내용 추적 메뉴 클릭 

• 최종본: 메모 및 변경내용 표시 
최종본 
원본: 메모 및 변경내용 표시 
원본 
 

• 메모 
• 공저자에게 주기사항 표시 

 

• 단어개수 
• 블록 선택 후 단어개수 메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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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 원고 형식 확인 
 

• 표지 
 

• 저자 정보 
 

• 원고정보 
 

• 임상시험 
 

• 표 그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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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O: Manuscript Submission Checklist 

JCO. “Manuscript Submission Checklist” http://jco.ascopubs.org/site/ifc/submission_checklist.pdf Accessed Apr 12, 2016. 

• MANUSCRIPT FILE (INCLUDE IN THE FOLLOWING ORDER) 

□ Title page: include all of the following information: title, authors (first name, 
middle initial, last name), each author’s affiliation during the study, any research 
support, corresponding author’s contact information (address, e-mail, telephone and 
fax numbers), running head (65 characters or fewer), any previous presentation of the 
manuscript, and any disclaimers 

□ Acknowledgments: optional (published online only) 

□ Abstract: limit of 275 words, formatted with appropriate headings 

□ Body text: word count limits are strictly enforced: Original Reports and Art of 
Oncology: 3,000 words Review Articles: 4,000 words Comments and Controversies: 
2,000 words Biology of Neoplasia: 4,000 words  

□ References: number references sequentially, in the order in which they are cited 

□ Figure legends: including multiple figure parts: indicate if any figures or tables are 
online only 

• Formatting 

□ Double-spaced text  

□ Numbered pages  

□ Twelve-point font size in Arial, Helvetica, or Times New Ro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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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O: Manuscript Submission Checklist 

JCO. “Manuscript Submission Checklist” http://jco.ascopubs.org/site/ifc/submission_checklist.pdf Accessed Apr 12, 2016. 

• FIGURE AND TABLE FILES 

Accepted figure formats: .eps, .gif, .tif, .jpg, .ppt, .pdf. Limit of six (6) total figures and 
tables. Additional figures or tables will be published online only 

□ Written permission from the copyright holder is required to reproduce any 
copyrighted material 
 

• COVER LETTER 

Describe the significance of the work, its originality, and any similar work the authors 
reported previously. 
 

• AUTHOR INFORMATION 

□ Valid and unique e-mail address for each author 

□ All authors’ institutions 

□ Completed Author Disclosure Forms (to be collected by the Corresponding Author) 
□ Completed Author Contribution Forms (to be collected by the Corresponding 
Author)  

□ All authors have read and approved the most recent version of the manu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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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O: Manuscript Submission Checklist 

JCO. “Manuscript Submission Checklist” http://jco.ascopubs.org/site/ifc/submission_checklist.pdf Accessed Apr 12, 2016. 

• MANUSCRIPT INFORMATION 
□ Number of manuscript pages 

□ Number of figures (limit of 6 total figures and tables, not including CONSORT 
diagram) 

□ Number of tables (table pieces are not allowed, such as Table 1a and 1b) 

□ Text word count (Original Reports: 3,000 words; Review Articles and Biology of 
Neoplasia: 4,000 words; Comments and Controversies: 2,000 words) 

□ Abstract word count ( 275 words) 

□ Number of references 

□ JCO manuscript numbers of companion papers/previous versions (if applicable) 
CLINICAL 
 

• CLINICAL TRIALS 
□ Identification number 

□ Trial registry: required for any trials for which patient enrollment began on or after 
November 1, 2006 

□ CONSORT diagram: required if two or more groups are compared 

□ Randomized phase II and phase III studies: a redacted or full protocol should be 
uploaded as a supplemental file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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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script Check list 

• AAIR 
• Typed double-spaced in 12-point font on A4 or letter-size paper and prepared 

as an electronic file, preferably using Microsoft (MS) Word. 

• Sequence: title page, abstract and keywords, introduction, materials and 
methods, results, discussion, acknowledgment, references, tables, and figure 
legends. All pages should be numbered consecutively, starting from the title 
page. 

• Title page with article title (fewer than 100 characters), authors’ full name(s) 
and affiliation(s), corresponding author (include phone and fax numbers and e-
mail address), running title (fewer than 10 words), and footnotes, if any. 

• Abstract in structured format within 300 words and key words from MeSH. 

• Total text does not exceed 5,000 words (excluding abstract, references, and 
figure/table legends). 

• All table and figure numbers appear in the text. 

• References are listed in proper format. All listed references are cited in the 
text, and vice versa. 

• A cover letter stating that the material has not been published previously and 
will not be submitted for publication elsewhere and reporting all conflicts of 
interest for all listed authors. 

AAIR. “Author Manuscript Check list” http://submit.e-aair.org/about/checklist.php Accessed Apr 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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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script Check list 

• KSCM 
• 일반 사항 

□ 1. 본 논문은 다른 학회지에 게재되지 않았으며, 게재 예정도 없다. 

□ 2. 원고는 A4 용지에 이중 간격으로 작성하였다. 

□ 3. 원고의 양은 Table과 Figure를 제외하고 15매(증례는 10매) 이내이다. 

□ 4. 원고는 표지, 제목 및 영문 요약(제목, 초록, 중심 단어), 본문(서론, 대상 및 
방법, 결과, 고찰), 감사의 글, 참고 문헌, 표, 그림, 국문 초록의 순서로 작성되었다. 

□ 5. 일련 쪽수를 하단에 기재하였다. 
 

• 표지 
□ 1. 논문 교정 책임자의 연락처(우편번호 및 주소, 전화, FAX, 전자 우편 주소)를 
명기하였다. 

□ 2. 국문 제목이 30자가 넘는 경우(영문 제목은 40자) 요약 제목을 적었다. 

□ 3. 교신 저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전자 우편 주소를 적었다. 
 

• 본문 
□ 1. 참고 문헌의 번호를 인용 순서대로 괄호 ‘[  ]’ 속에 기재하였다. 

□ 2. 국문 초록을 영문 초록에 일치시켜 작성하였다. 

□ 3. Table과 Figure를 우측 여백에 펜으로 표시하였다. 

KSCM. “KSCM-Online Submission-투고규정” http://kscm.kr/xe/journal_intro2 Accessed Apr 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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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script Check list 

• KSCM 
• 참고 문헌 
□ 1. 투고 규정을 준수하였다. 

□ 2. 저자가 7인 이상인 경우 6인까지만 기재하였다. 

□ 3. 학술지의 표기는 Index Medicus의 공인된 약어를 사용하였다. 
 

• Table과 Figure 
□ 1. Table과 Figure를 중복되지 않도록 작성하였다. 

□ 2. Table과 Figure를 투고 규정에 맞도록 작성하였다. 

□ 3. 도안이나 사진의 우송을 위하여 두꺼운 종이로 보호하였다. 
 

• 영문 초록(원저 또는 단신의 경우) 
□ 1. 4항목으로 나눈 규정된 형식으로 작성하였다. 

□ 2. 250단어 이내로 작성하였다. 

□ 3. 각 항목은 한 단락으로 작성하였다. 

□ 4. MeSH 등재된 색인단어를 이용하여 3∼5개의 중심단어를 기재하였다. 
 

• 영문 초록(증례 보고의 경우) 
□ 1. 한 단락으로 작성하였다. 

□ 2. 200단어 이내로 작성하였다. 

□ 3. MeSH 등재된 색인단어를 이용하여 3∼5개의 중심단어를 기재하였다. 

KSCM. “KSCM-Online Submission-투고규정” http://kscm.kr/xe/journal_intro2 Accessed Apr 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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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script Check list 

• Cancer Research and Treatment 
1. Text in MS word (.doc) or HWP (.hwp) file. 
2. Type is 12-pitch, ragged-right margin, double-spaced throughout. 
3. Begin each component on a separate page. 
4. Title page: (1) complete title, (2) category, (3) name and academic 

degree of each author, (4) affiliation, (5) mailing address, telephone, 
facsimile and E-mail address of corresponding author, (6) running title 
of fewer than 50 characters. 

5. Abstract with four specified subtitles with less than 250 words. 
6. Key words/terms (3 to 10) from the MeSH list of Index Medicus. 
7. Reference in proper format, numbered in order as cited in the text. 
8. Total number of references less than 30 in Original Articles, and 15 in 

Case Reports. 
9. Tables with their titles. 
10. Figures as a separate files, in TIFF or JPG format, minimum 300 DPI. 
11. Each necessary permission statement signed by the appropriate source. 
12. Approval of IRB (When reporting experiments on human subjects). 
13. Elucidation of research or project support/funding (If Applicable). 

Cancer Research and Treatment. “Cancer Research and Treatment Checklists for Authors” http://e-crt.org/authors/checklist.php Accessed Apr 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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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script Check list 

• Clinical and Experimental Otorhinolaryngology (CEO) 
• Double-spaced typing in A4 size paper with 10 or 12-point font and preparing in 

an electronic file made by Microsoft (MS) Word. 
• Sequence of Title page, Abstract and keywords, Text (introduction, materials and 

methods, results, discussion), acknowledgments, references, tables and figure 
legends. All pages should be numbered consecutively starting from the title page. 

• Title page with article title, authors’ full name(s) and affiliation, address for 
correspondence (including telephone, fax numbers and e-mail address), running 
title (50 characters or less including blank), and footnotes if any. 

• Abstract in structured format within 300 words, and keywords as in MeSH. 
• All table and figure numbers found in the text. 
• References listed in proper format. Check that all references listed in the 

references section are cited in the text and vice versa. 
• A covering letter stating the material is not published previously, and will not be 

submitted for publication elsewhere, and stating conflicts of interest of all listed 
authors, if any. 

• Highlight: All papers include 3-5 short highlights presenting short summary or 
findings in the next of title page: each highlight includes less than 90 characters 
including space. 

• Authors should submit the Author Disclosure Form and Copyright Assignment 
Form signed by all authors, simultaneoulsy with the submission of their 
manuscript. 

Clinical and Experimental Otorhinolaryngology. “Author’s Manuscript Check List” http://e-ceo.org/authors/authors.php Accessed Apr 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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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Springer. “Submission” http://www.springer.com/gp/authors-editors/journal-author/journal-author-helpdesk/submission/1302 Accessed Apr 5, 2016. 

• ORCID 
• ORCID (Open Researcher and Contributor ID) identifier 

• http://orcid.org 
 

• 연구자금 소스 
• Funding data search 

• http://search.crossref.org/fundref 
 

• Cover Letter 준비 
• 교신 저자가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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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ref http://search.crossref.org/fund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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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과정 : B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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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과정 : BMC 

BMC. “BMC Biology submission” http://www.editorialmanager.com/BMCB/default.aspx Accessed Apr 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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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과정 : BMC 

BMC. “BMC Biology submission” http://www.editorialmanager.com/BMCB/default.aspx Accessed Apr 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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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과정 : BMC 

BMC. “BMC Biology submission” http://www.editorialmanager.com/BMCB/default.aspx Accessed Apr 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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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과정 : BMC 

BMC. “BMC Biology submission” http://www.editorialmanager.com/BMCB/default.aspx Accessed Apr 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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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과정 : BMC 

BMC. “BMC Biology submission” http://www.editorialmanager.com/BMCB/default.aspx Accessed Apr 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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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과정 : BMC 

BMC. “BMC Biology submission” http://www.editorialmanager.com/BMCB/default.aspx Accessed Apr 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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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과정 : BMC 

BMC. “BMC Biology submission” http://www.editorialmanager.com/BMCB/default.aspx Accessed Apr 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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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과정 : BMC 

BMC. “BMC Biology submission” http://www.editorialmanager.com/BMCB/default.aspx Accessed Apr 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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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과정 : BMC 

BMC. “BMC Biology submission” http://www.editorialmanager.com/BMCB/default.aspx Accessed Apr 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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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과정 : BMC 

BMC. “BMC Biology submission” http://www.editorialmanager.com/BMCB/default.aspx Accessed Apr 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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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과정 : BMC 

BMC. “BMC Biology submission” http://www.editorialmanager.com/BMCB/default.aspx Accessed Apr 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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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flow 

논문작성 Turnitin DB 

표절 여부에 대한 
비교 검토 결과를 

% 표시 및 상세 위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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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대상 

• 비교대상 Source 
• 500억 건 이상의 웹페이지 

• 1억 4천만 건 이상의 학술지/단행본 논문 

• 이용자가 Turnitin에 제출한 5억 여건의 
논문과제물 
 

• 비교대상 Source (한국) 
• 한국학회논문 156개 기관, 660여종 

• KISTI 학술논문 약 100만건 

• 국내 63개 대학의 석박사 학위논문 및 
교수연구논문 50만 건 

• 국내 연구원 및 연구기관 컨텐츠 

• Open Access Web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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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권한 화면 

연구 출판 윤리 원고 준비 투고 Turnitin 



연구 출판 윤리 원고 준비 투고 Turnitin 



잘라서 붙여넣기 업로드 

DOC, HWP, PDF, RT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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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Internet Explorer 11.0 이상 
 

• 논문 내 이미지, 이미지 기반의 PDF파일은 비교 불가 
 

• PDF파일보다 워드파일 사용 권장 
 

• 제출논문이 Turnitin DB에 저장되지 않도록 설정하여 
우리 이용자 상호간 비교가 안됨 
 

• 제출논문의 삭제는 도서관으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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