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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Integrity
정직성 (Honesty)

정확성 (Accuracy)

효율성 (Efficiency)

객관성 (Objectivity)

+
명확한 방법론

규정, 법령, 
가이드라인

일반적인 규범과 관례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What is research integrity?, 
https://grants.nih.gov/grants/research_integrity/whatis.htm (Accessed 2017.7.10)

https://grants.nih.gov/grants/research_integrity/whatis.htm


연구활동의 스펙트럼

유형

바람직하지 못한 연구활동 바람직한 연구

연구부정행위
(Research Misconduct)

의심스런 연구수행
(QRP)

책임있는
연구수행

(RCR, GRP)

내용
위조,변조,표절

(FFP)
부당한 저자표시, 중복게재, 
의심스런 데이터 누락 등

-

비고 가장 나쁜 행동 회색지대 이상적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실무매뉴얼(2014)



연구부정행위 (연구윤리)

발생과정 유형 정의

연구
(Research)

날조, 위조 실존하지 않는 자료를 사용

변조 본래의 수치나 모양을 변경

비윤리적 연구 인권에 위배되는 연구

배종우, 사례로 본 표절과 대책(2014, 의편협 제 3회 논문작성 워크숍)



연구부정행위 (출판윤리)

발생과정 유형 정의

출판
(Publication)

표절 정당한 인용 없이 타인 저작 활용

중복출판 이전에 발표한 자신의 연구 재활용
선택적보고
출판비뚤림

편향된 자료해석,
의도적인 자료 누락

저자권 남용
저자권한이 없는 자의 저자등록
저자권한이 있는 자의 저자 누락

이해관계 미보고 이햬관계자 및 기관 명시 누락
심사자 부정
지위남용

지위를 이용한 성과강탈 등

배종우, 사례로 본 표절과 대책(2014, 의편협 제 3회 논문작성 워크숍)



Fabr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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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이공계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매뉴얼(2014)



Fals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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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이공계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매뉴얼(2014)



STAP 세포 사건, 그 이후..

2015. 4. 29. Nature
http://www.nature.com/news/collateral-damage-how-one-misconduct-case-brought-a-biology-institute-to-its-knees-1.17427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위/변조
논란을 받을 수 있다?

• 방법론 재현의 어려움

• 실수에 의해 다른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이미지가 변형 됨

• 복잡한 표에서 수치가 잘못 기재됨



Elsevier Guide for Authors

“Authors may be asked to provide the 
raw data in connection with a paper 
for editorial review, and should be 
prepared to provide public access to 
such data ”

“ if practicable, and should in any event 
be prepared to retain such data for 
a reasonable time after publication.”

Guide for Authors, Journal of Molecular and cellular cardiology (accessed 2017.3.21)



연구노트란?

• 연구의 수행시작에서부터 연구성과물의 보고, 
발표, 지식재산화에 이르기까지의 연구 과정 및
결과를 기록

• 연구 진실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이자, 
지식재산권 분쟁 시 활용할 수 있는 기록

• 수기, 전자 연구노트 모두 법적 조건을 준수해
야 만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음

교육과학기술부, 올바른 연구노트 작성 및 연구윤리(2009)



연구노트 작성법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7년 서울대학교 연구노트 작성,관리 매뉴얼(2017)



연구노트 작성법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7년 서울대학교 연구노트 작성,관리 매뉴얼(2017)



연구노트 참고사항

• 이미지와 표가 원고에 사용되었다면, 반드시 연구
노트와 크로스체크 할 것

• 연구노트의 소유주는 연구기관. 연구책임자나 연구
수행자 모두 연구노트를 무단으로 반출할 수 없음

• 진실성 있게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결과가 계획과
달랐음을 증명하면, 성실실패의 원칙에 따라 불이
익을 면제 받음



연세대학교 전자연구노트



연구노트 확산지원본부
www.e-note.or.kr



Natrue submission policies

“authors are required to make 
materials, data, code, and associated 
protocols promptly available to 
readers without undue qualifications.”



Public Repositories 
(from Cell Author Guide)

• Protein Sequences: Uniprot

• DNA and RNA Sequences: Genbank/European 
Nucleotide Archive (ENA)/DDBJ,Protein
DataBank,UniProt

• DNA Sequencing Data (traces and short 
reads): NCBI Trace and Short-Read Archive, ENA's 
Sequence Read Archive

• Deep Sequencing Data: Deposit 
in GEO or ArrayExpress



Datadryad.org



PLoS One Data Availability Policy

“All data and related metadata underlying the findings reported in a 
submitted manuscript should be deposited in an appropriate public 
repository…”

“The Data Availability Statement must specify that data are deposited 
publicly and list the name(s) of repositories along with digital object 
identifiers or accession numbers for the relevant data sets.”

특허, 추가 연구 등 개인적 이해관계로 비공개 불가

소유권이 있는 데이터 사용 시, 공개된 데이터로 검증 가능해야 함

법적 윤리적 문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만 비공개 가능



PLoS One Data Availability Statement

Data Availability: The data used in this study 
is third party and is publicly hosted by th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Clinical Center 
at https://nihcc.app.box.com/v/ChestXray-
NIHCC. The test set annotations are not made 
publicly available to preserve the integrity of the 
test results when hosting public model 
evaluation. All other data is included in the paper, 
its Supporting Information files, and at the 
following Box link (which contains code as 
well): https://stanfordmedicine.box.com/s/b3gk9
qnanzrdocqge0pbuh07mreu5x7y.

https://nihcc.app.box.com/v/ChestXray-NIHCC
https://stanfordmedicine.box.com/s/b3gk9qnanzrdocqge0pbuh07mreu5x7y


Protocols.io



ICMJE Data Sharing 
Statements for Clinical Trials
• As of 1 July 2018 manuscripts submitted to ICMJE 

journals that report the results of clinical trials 
must contain a data sharing statement as 
described below.

• Clinical trials that begin enrolling participants on or 
after 1 January 2019 must include a data sharing 
plan in the trial's registration. The ICMJE's policy 
regarding trial registration is explained above. If 
the data sharing plan changes after registration 
this should be reflected in the statement submitted 
and published with the manuscript, and updated in 
the registry record.



ICMJE Data Sharing 
Statements for Clinical Trials

• Will individual participant data be available 
(including data dictionaries)?

• What data in particular will be shared?
• What other documents will be available?
• When will data be available (start and end dates)?
• With whom?
• For what types of analyses?
• By what mechanism will data be made available?



생명윤리위원회 관련 정보
irb.or.kr



Plagiarism
• 연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

적절한 인용 없이 그대로, 또는 다른 형태, 다른 언어로 사용

타인이 발표한 핵심 개념을 인용표시 없이 본인의 개념처럼 발표

출처를 밝히더라도 인용 저작물이 새로운 저작의 주(主)가 됨

연속적으로 두 문장 이상을 인용표시 없이 동일하게 발췌

연구계획서 작성 시 타인의 연구를 인용 표시 없이 사용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처럼 사용

전문 교과서에 출간되어 전문지식으로 통용되어도 인용함이 원칙

연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2009)



Sample Cases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올바른 환경 R&D 연구문화 조성을 위한 연구부정행위 사례집(2016)



10가지 표절 유형

연구윤리정보센터, (Wiley) 연구에 있어서 10가지의 표절 유형)
http://www.cre.or.kr/board/?board=thesis_articles&no=1388879 (Accessed 2018.4.18)

http://www.cre.or.kr/board/?board=thesis_articles&no=1388879


표절검사 시스템



표절검사 시스템

• 제출 : 신규 파일 업로드 (10개 까지 가능)
 다시 제출하기 : 이미 제출한 파일을 삭제하고 새로 업

로드
• 보기 : 유사성 보고서 보기
• 다운로드 : 업로드한 원본, 유사성보고서, 디지털수령증

* 디지털수령증 : 업로드에 대한 정보. 도서관 문의 시 활용



표절검사 시스템

전체 검사결과



표절검사 시스템

원문 사이트 바로가기



표절검사 시스템 활용방법

• 유사성 % 자체는 논문이 표절인지 아닌지를 말
해주지 않으나, 학술지 편집인마다 일정한 기준
이하의 수치를 요구할 수 있음

• 발견된 원문의 내용을 확인하고, 적절한
Paraphrasing으로 유사성을 낮추어야 함

• 단순히 단어 몇 개를 바꾸는 것으로는 유사성을
낮출 수 없음. 새로운 문장으로 다시 작성



표, 이미지 인용 방법

 일반적인 학술지, 단행본
• 출판사가 저작권 소유
- 사전허락 필수
- Copyright Clearance Center(CCC) 

http://www.copyright.com/
- 학술지 발행인 연락

 Open Access 학술지
• 저자가 저작권 소유
-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등 조건에 따름

http://www.copyright.com/


Author guidelines  (Endocrinology)

Use of Previously Published Figures and Tables in 
Mini-reviews
Only in mini-reviews are authors permitted to use figures 
and tables that are not original to the submitted paper. 
… 

The Endocrine Society will review the reproduced 
material and provide the authors with specific direction 
as to the permissions required. …

The author agrees to obtain the permissions as specified 
and is responsible for all expenses related to securing 
authorization to use the previously published figure or 
table.



Copyright Clearing



Open Access Journal



Creative Commons License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http://ccl.cckorea.org/ (Accessed 2017.4.21)

http://ccl.cckorea.org/


중복출판의 유형
1. 복사(copy)

언어가 다른 완벽한 복사

언어가 같은 완벽한 복사

다른 언어로 일부 수정한 복사

같은 언어로 일부 수정한 복사

2. 분절 출판(salami)

대상을 분할한 분절 출판

가설이 다른 분절출판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KAMJE),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2013)

3. 덧붙이기 출판(imalas)
대상 또는 관찰 기간을 늘인 덧붙이기출판
가설 추가한 덧붙이기
대상, 관찰기간 및 가설 추가한 덧붙이기

4. 기타(Others)
거꾸로 덧붙이기(reverse imalas)
기타 분류



Sample Cases
홍길동 등 6명은 ‘콜레스테롤 수치와 심장병 유병률과의 관계: 200 mg/dL 이하 군과

이상군의 비교’ 라는 제목으로 국내학술지에 국문으로 발표하였다. 연구기간은 2003
년 1월부터 2005년 12월로 총 3년이었다. 대상 환자의 수 1,400명이었다. 결과는 기
대 이하로 유병률의 근소한 차이가 있었다. 홍길동 등 5명은 1년 뒤 ‘콜레스테롤 수치
와 심장병 유병률과의 관계: 180mg/dL 이하 군과 240 mg/dL 이상 군의 비교’ 라는
제목으로 국내 영문학술지에 게재하였다.

연구기간과 대상 환자의 수는 동일하였다. 대상 환자 중 180-240 mg/dL 군은 제외
하고

180mg/dL 이하 군과 240 mg/dL 이상 군을 나누어 심장병 유병률을 분석하였다. 240 
mg/dL군에서 현저하게 발병률이 높았다.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KAMJE), Sample cases of duplicate publication (2011)



이차출판

• 중복출판에 해당되지만, 출판이 허용되는 경우

1. 두 잡지의 편집인 모두에게 승인 획득.
이차 출판 편집인은 일차 출판물의 복사본을 가지고 있어야 함

2. 1주일 이상의 출판 간격
3. 독자층이 달라야 함. 축약본 가능
4. 이차출판 논문은 일차 논문을 충실히 따라야 함
5. 표지에 각주를 통해 이차출판물임을 알려야 함

“ 이 논문은 [잡지이름, 전체 참고문헌]에 처음 보고된 … “
6. 제목에 이차 출판임을 표현하는 문구가 있어야 함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KAMJE), 생의학학술지 투고 원고의 통일양식: 생의학 논문 원고의 쓰기와 편집(2008)



COPE Text recycling guidelines

• Introduction/Background
Some degree of text recycling in the 
background/introduction section of an article 
may be unavoidable, particularly if an article is 
one of several on a related topic….

• Methods
….text recycling may be unavoidable when 
using a technique that the author has 
described before and it may actually be of 
value when a technique that is common….



COPE Text recycling guidelines

• Results
Text recycling is almost always unacceptable in the 
results section….

• Discussion
…. majority of the discussion should focus on 
putting the results of the current study in context….

• Conclusion
Text recycling is unlikely to be acceptable….



Q. 연구출판윤리 규정은 소급
적용 되는가?

A. 과거에 비해 중복출판(혹은 자기표절)에 대한

기준이 많이 상승하였음.

연구출판윤리 규정은 해당 연구가 발표된 시

점에 통용되던 기준을 적용하며,현재의 규정

을 소급적용하지 않음



Clinical Trials Registry

연구결과 보고 시, 선택적 보고 · 출판 비뚤림 현상
발생

Clinical Trials
Registry 등록

연구 초기단계에서 선택적 보고 · 출판 비뚤림
방지하여 결과의 객관성 확보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KAMJE), 의학학술지에 게재되는 학술 저작물의 생산, 보고, 편집 및 출판에 대한 권고안(2013)



Clinical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cris.nih.go.kr



Equator network
equator-network.org



CONSORT Extension for Abstracts 
checklist



CONSORT 적용 사례

CONSORT, Using the CONSORT for abstracts sheklist: some examples,
http://www.consort-statement.org/extensions?ContentWidgetId=562 (Accessed 2017.7.10)

http://www.consort-statement.org/extensions?ContentWidgetId=562


저자와 기여자

1. 저자 Author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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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여자 Non-Author Contributor
• 저자의 조건 4 가지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연구수행에 기술적인 도움
• 총괄 지원한 부서의 일원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KAMJE), 생의학학술지 투고 원고의 통일양식: 생의학 논문 원고의 쓰기와 편집(2008)



Sample Cases

2012. 5. 29. 한겨레 21 913호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2151.html Accessed Apr 2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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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KAMJE), 생의학학술지 투고 원고의 통일양식: 생의학 논문 원고의 쓰기와 편집(2008)



ICMJE COI Disclosure
www.icmje.org/coi_disclosure.pdf



COI Statement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정보센터
http://www.cre.or.kr



Predatory Journals/Publisher

연구자들의 출판료만을 노리고 “peer review, 
editing” 등 신뢰할 수 있는 학술지의 요건을 충족
하지 않는 저널



약탈적 저널 체크리스트

점검항목 체크방법

연락처 정확하고 자세한 연락처 제공? 확인 가능한 주소 포함?

Scope 지나치게 광범위한 범위? 상관없는 주제들을 포괄?

편집인 소속기관이 명확한 편집인 리스트 제공?

투고료 정책 투고하기 전에 투고료를 요구?

논문의 질 발표된 논문들의 질이 좋은지?

peer-review 과정 자세한 peer-review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지?

Indexing SCI, Scopus, Medline 등 공인된 indexing DB에 포함?

게제철회 정책 게제철회를 위한 명확한 정책이 있는지?

E-Mail 외부 메일이 아닌 기관메일이나 학회의 메일을 사용?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b51431ae4b0de86f48b5f6b



Impact Factor VS 가짜 Impact Factor



Impact Factor VS 가짜 Impact Factor



Beall’s list of predatory journals
beallslist.weebly.com



학술지 Ranking, 가짜 학회 확인





논문투고 전 checklist



Common reasons for journal rejection

1. Lack of originality, novelty, or significance

2. Mismatch with the journal

3. Flaws in study design

4. Poor Writing and Organization

5. Inadequate preparation of the manuscript

Most common reasons for journal rejection
(http://www.editage.com/insights/most-common-reasons-for-journal-rejection , accessed Apr 18, 2017)



Match with the Journal
• Aim and Scope

• Ex, Journal of Clinical Oncology
focusing on clinical cancer research and the authoritative source 
for current information on the diagnosis and treatment of patients 
with cancer.

• 최근 수록 논문 조사
• Ex, http://ascopubs.org/loi/jco

최근 수록 논문 중 유사한 주제를 다룬 논문이 있는가?

• 저널 선택 웹 사이트
• https://www.myendnoteweb.com/ 
• http://journalfinder.Elsevier.com/
• http://journalsuggester.springer.com/
• https://www.biomedcentral.com/getpublished/find-the-

right-journal

http://ascopubs.org/loi/jco
https://www.myendnoteweb.com/
http://journalfinder.elsevier.com/
http://journalsuggester.springer.com/
https://www.biomedcentral.com/getpublished/find-the-right-journal


Find best fit journal with endnote web
- Powered by Web of Science



Elsevier Journal insights
• Journalinsights.Elsevier.com

• 저널 별 Impact Factor, 논문 게제율, review 스피드 정보 제
공



독립표본 대응표본 독립표본 대응표본

평균치 비교를 위한 통계분석법들의 선택

비교 대상군의 수
2군 3군 이상

정규분포

등분산가정?

Yes No

Student
t-Test

Welch
t-Test

(Unpaired)
t-Test

비모수검정 정규분포 비모수검정

paired    
t-Test

Mann-Whitney
U Test

Wilcoxon
Signed rank

Test

정규분포 비모수검정 정규분포 비모수검정

One-way
ANOVA

Kruskall-Wallis
test

Friedman
test

One-way
Repeated

Measure ANOVA

등분산가정?

Yes No

P ≥ 0.05 P < 0.05

분석종료
= 모든 그룹간에 차이가 없다

사후분석
(Multiple comparison post tests)

Kandarpa K 저, 송호영 외 역, 영어논문 작성과 발표요령, 이퍼블릭(2010)



시제, 능동태/수동태, 문장 길이
Tip1 : 일반적 사실 = 현재 시제

내가 한 것 = 과거 시제

General: Introduction

Specific: Purpose, M & M, Results,
Discussion

General: Conclusion

Tip2 : 가능한 한 능동태
필수적인 경우 수동태

수동태만가능한동사

Bear(be born), discharge(be 
discharged), hospitalize(be 
hospitalized), transfer(be 
transferred) 등

능동태와수동태의뜻이다름

Increase, decrease 등

-능동태: 스스로 증가/감소
-수동태: 조치나 중재에 의해..

Tip3 : 한 문장의 길이는 되도록 30단어(MS word 11pt 기준, 2줄) 이내로



Tips for writing English text
• 문장 시작

• 숫자, 기호, And, But으로 문장을 시작하지 않는다.

• 이탤릭
• 학명, 유전자명, 유의성 수치 P, 상관성 계수 r 등

• 약어
• 처음 등장 시 모든 철자 작성, 이후 표준 약어로 사용
• 제목/초록에는 사용하지 않음

• 통계 수치
• 1을 넘을 수 있는 경우 소수점 앞에 0 표기, 없는 경우 생략
• P 값은 소수점 이하 3자리 까지 기재. (.000은 p<.001로 기재)

Ex) t=0.26, F=0.92, p=.003, r=.14, R2 =.61

홍성태, 의학논문 작성 10계, 개정판,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2015)



Tips for writing English text
• 측정 단위

• 길이, 높이, 무게, 부피 : 미터법 단위 or 그의 십 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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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고유명사 유래와 L은 대문자)
• 250 g, 150 W, 4 L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KAMJE), 생의학학술지 투고 원고의 통일양식: 생의학 논문 원고의 쓰기와 편집(2008)



IMRaD Structure

Introduction

Methods

Results

Discussion/
Conclusion

Kandarpa K 저, 송호영 외 역, 영어논문 작성과 발표요령, 이퍼블릭(2010)

서론

• 3개 문단, 300단어 안팎, 전체의 15% 이내
• 연구 결과 및 결론까지 의미의 흐름 유지

- results, discussion 작성 후 작성 추천
• Aim, Hypothesis 기술

1. 주제문단
알려진 사실로부터 의문점 유추
Do Note 장황한 역사적 배경 기술

2. 전개문단
이 연구가 기존의 사실과 다른 점 강조
연구의 중요성 및 새로운 점을 분명히

3. 정리문단
이 연구의 방향, 수행한 사항을 소개

홍성태, 의학논문 작성 10계, 개정판,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2015)



IMRaD Structure

Introduction

Methods

Results

Discussion/
Conclusion

Kandarpa K 저, 송호영 외 역, 영어논문 작성과 발표요령, 이퍼블릭(2010)

재료및방법

• 연구의 객관성을 담보
• 연구대상, 방법을 독자가 재현할 수 있을

만큼 자세히 기술
• 서론, 결과와 대응이 되도록 작성

1. 연구대상
세포, 동물, 사람, 임상자료, DB자료 등
출처, 규모, 성격, 대상군 설정, 수집방법
기기/시약의 명칭, 제조사, 도시, 국가
IRB 등 연구윤리 준수여부 기술

2. 연구방법
연구가 진행된 순서대로 기술
연구의 형태 (전향적/후향적 연구 등)
자료분석, 통계방법 설명

홍성태, 의학논문 작성 10계, 개정판,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2015)



IMRaD Structure

Introduction

Methods

Results

Discussion/
Conclusion

Kandarpa K 저, 송호영 외 역, 영어논문 작성과 발표요령, 이퍼블릭(2010)

결과

• 재료 및 방법의 “거울”. 같은 형식과 순서
• 서론에서 제시한 의문점을 해결 하기 위해

필요한 객관적 데이터 제시
• 해석, 의견은 Discussion에서
• Do Not 서론, 재료 및 방법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기술하거나, 반대의 경우

1. 표와 그림
구체적 수치는 표와 그림으로
간결하고 알기 쉽게 작성
Do Not 표의 내용을 본문에 단순 반복

2. 통계
주요 통계 및 통계적 유의성(p 값 등) 제시

홍성태, 의학논문 작성 10계, 개정판,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2015)



IMRaD Structure

Introduction

Methods

Results

Discussion/
Conclusion

Kandarpa K 저, 송호영 외 역, 영어논문 작성과 발표요령, 이퍼블릭(2010)

고찰

• 서론의 의문점에 대한 확고한 답 제시
• 기존의 이론과 비교하여 새로운 사실 부각
• 답의 정당성, 기존 이론과의 연관 설명
• 연구의 한계 및 문제점
• 연구결과의 적용성, 연계성, 추론 제시

• 전개 유형

1) 결과 요약-기존 연구와 비교-결과 의미 부여-제
한점-결론 주장 (가장 일반적)

2) 결론 주장-연구결과 근거로 제시-다른 논문과 비
교-의미부여-제한점-후속 연구방향

3) 연구목적,배경-결과 설명-기존 연구결과와 비교-
의미부여-제한점-결론 주장
(내용이 많고 복잡할 경우 사용, 서론 반복 불가)

홍성태, 의학논문 작성 10계, 개정판,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2015)



Reporting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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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CO: Manuscript Submission Checkli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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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CO: Manuscript Submission Checkli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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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CO: Manuscript Submission Checkli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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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Page  (YMJ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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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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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Checklist
• 단순하고 간결하게. (100글자 이하 추천)

• 연구 목적과 새롭게 규명한 사실 포함

• 연구 내용을 대표, 매력적이고 명료하게

• 중요한 용어를 맨 앞에

• 색인 단어 포함, 약어, 속어, 상품명 제외

• Title, Key word, Abstract가 학술 검색의 주요 대상임으로, DB Friendly하게 작성 (많은 사람

들이 사용)

• Do Not use

• The, A-, of, On, Results, Study(studies), Notes on, An approach to, A study of, Some aspects of, 

Investigation of, Observation on, A novel method for, The effect of…

Kandarpa K 저, 송호영 외 역, 영어논문 작성과 발표요령, 이퍼블릭(2010)
홍성태, 의학논문 작성 10계, 개정판,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2015)



Abstract

• 본문의 모든 내용 포함

• 초록의 모든 내용이 본문에 포함

• 초록만으로 뜻이 통하며 독립적

• 참고문헌 인용 불가

• 재정지원, 임상시험 등록번호 기재

• Key word (MeSH) 포함

• 구조화된 초록
• ICMJE 권고사항
• 각 저널, equator network 가이드라인

을 따름

N Engl J Med 2016;374:1221-31. DOI: 10.1056/NEJMoa1505241

Kandarpa K 저, 송호영 외 역, 영어논문 작성과 발표요령, 이퍼블릭(2010)



CONSORT Extension for Abstracts checklist
Item Description Reported on line n

umber

Title Identification of the study as randomized
Authors * Contact details for the corresponding author
Trial design Description of the trial design (e.g. parallel, cluster, non-inferiority

)
Methods
Participants Eligibility criteria for participants and the settings where the data

were collected
Interventions Interventions intended for each group
Objective Specific objective or hypothesis
Outcome Clearly defined primary outcome for this report
Randomization How participants were allocated to interventions
Blinding (masking) Whether or not participants, care givers, and those assessing the

outcomes were blinded to group assignment
Results
Numbers randomized Number of participants randomized to each group

Recruitment Trial status
Numbers analysed Number of participants analysed in each group

Outcome For the primary outcome, a result for each group and the estimat
ed effect size and its precision

Harms Important adverse events or side effects
Conclusions General interpretation of the results
Trial registration Registration number and name of trial register
Funding Source of funding

CONSORT Extension for abstracts checklist, http://www.consort-statement.org/downloads/extensions Accessed Apr 20, 2017

http://www.consort-statement.org/downloads/extensions


CONSORT Abstract Sample

CONSORT Extension for abstracts checklist examples, http://www.consort-statement.org/downloads/extensions Accessed Apr 20, 2017

http://www.consort-statement.org/downloads/extensions


키워드 선정: M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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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선정 : M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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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유용한 MS Word 기능
• 변경 내용 추적

• 검토 탭  추적 그룹  변경 내용 추적 
변경 내용 추적 메뉴 클릭

• 메모
• 공저자에게 주기사항 표시

• 단어개수
• 블록 선택 후 단어개수 메뉴 클릭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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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가운데정렬

Heading은 볼드

기호는 * † ‡ §∥ ¶ 순서로

약어 · 설명은각주에자세히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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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Checklist
• 모든 항목은 제목이 있어야 하고, 필요 시 부제목 사용

• 제목은 문장이 아닌 구로 간결히 기술, 약어 포함 불가

• 데이터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갈 수 있도록 구성

• 측정 단위는 반복 표기하지 않고, 변수 옆이나, 아래 SI Unit 표시

• 수치자료는 소수점 혹은 ± 중심으로 일정하게 배열

• 각주는 시험적 세부내용, 약어, 부호의 정의를 설명

• Missing data는 ND라 표기하고, 각주에 “ND: Not determined”라고 표시

• 본문 없이 표만으로 모든 항목의 의미를 알 수 있어야 함

• 본문에서 모든 표를 순서대로 언급해야 함

• 표를 이미지로 저장 금지

Kandarpa K 저, 송호영 외 역, 영어논문 작성과 발표요령, 이퍼블릭(2010)
Browner WS. Tables. In: Browner WS, editor. Publishing and presenting clinical research, LWW(2006) 



Figures

• Figure
• 그 자체로 독해 가능
• 제목과 설명은 별도의 그림 설명 페이지(Figure Legend)에 기

술
• 현미경 사진은 축적을 표시 Ex) X400
• 출판된 그림의 출처와 사용에 대한 저작권자의 동의
• 환자 정보/개인 정보 삭제 여부 확인

• Figure Legend
• 본문에 나오는 순서대로
• 기호, 화살표, 숫자 또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를 설명
• 이미지 타이틀, 설명은 이미지 파일 내에 포함 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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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용어: CMYK

• CMYK
• CMYK(Cyan Magenta Yellow Key) : 4가지 색 사용 잉크체계
• 이미지 제작, 편집 시작할 때 CMYK 모드 지정
• 출판 인쇄
• RGB(Red Green Blue) : 웹 출력



그래픽 용어: DPI, Pixel

• 해상도
• 종이나 스크린 등에 표현된 그림 따위가 섬세함의 정도
• DPI = Dots / Inch 1인치 안에 표현되는 화소(Pixel)나 점(Dot)의 수

• DPI는 출력을 전제로 한 단위. Pixel은 모니터 화면 단위
• 출력 예정 Size (inches) x resolution (dpi) = pixel numbers
• 이미지 변형은 해상도 가 내려간다
• 원본 이미지 백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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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Guidel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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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sevier, sizing guidelineTA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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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 Single Column 사이즈, 1000 dpi

면, 가로 사이즈는 3543 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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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PI와 Pixel

• DPI = pixel/size
즉, DPI가 높아도, 분모인 인쇄 사이즈가 작으면 저화질
= 분자인 Pixel 수가 커야 고화질



그래픽 용어: Vector, Raster

Raster Vector

• Raster
• Bitmap 그래픽

• 확대/축소 시 계단 현상

• 일반적인 그래픽 파일
.tif, .jpg, .bmp, .gif 등

• Vector
• Line 그래픽

• 확대/축소 시 화질 변화 없음

• 별도의 에디터 사용
.ai, .eps, .pdf, .ppt, .svg 등

• 사진(처음부터 Raster로 생성)파일처
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Vector 
방식으로작성



Tip: 파워포인트 이미지 저장

• 파워포인트 내에서 저장하
면, 72 dpi로 저장

• PDF로 저장 후, Photoshop
에서 변환



References
• 연세대학교 의학도서관 EndNote output style 적용

Tip. output style이 틀리면?
의학도서관 문의
(82913, infkdi@yuhs.ac)



Cover letter

• 편집장과 개인적으로 소통하는 기회!
• 논문의 장점, 적합성, 창의성 강조
• 다른 잡지에서 심사하고 있지 않음을 명시
• 참여 저자 모두 투고에 승인했음을 명시
• CoI 여부를 명시

• 형식적으로 쓰지 않는다
• 이전 편지를 꼼꼼한 수정 없이 다시 사용하지
않는다

박종원, “저자로서 편집자, 심사자와 소통하기” (2017, 한국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논문작성 워크숍)



최종 제출 파일 구성
Cover letter
Title

Authors
Abstract

Key words
Text (IMRaD)

Introduction
Materials & Methods
Results
Discussion

Acknowledgement
References
Tables
Figure legends
Figures
Copyright transfer form



Peer review & Revision
• 한 번에 Accept 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Revision요구는 Accept 시키기 위한 과정

• Revision 요구에 대해 성실히 응한다.
• 심사자가 오해 했다면, 다른 독자가 동일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수정
• 심사자가 이해하지 못했다면, 본인의 결과를 적극 변호
• Manuscript를 수정하면, 어디를 수정하였는지 Bold, 밑줄 등 표시하여

회신
• 필요하고, 수행 가능한 실험은 수행
• 수정, 회신을 할 때는 공동연구자와 함께하며, 내용 뿐 아니라, 문체/감

정 표현도 검토 (전문적, 존경을 담아)

• Confidential Comment가 있다. = 더 꼼꼼히 살필 것!

박종원, “저자로서 편집자, 심사자와 소통하기” (2017, 한국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논문작성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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