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고규정

2020년 10월 개정

  대한소화기학회지는 대한소화기학회의 공식 간행물로서 

매월 발간하며 위장관, 간, 췌담도 등에 관한 임상연구와 기

초연구를 다룬 전문적인 논문을 게재하여 소화기학의 심도 

있고 폭넓은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 developed by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http://www.icmje.org)를 기초로 연구윤리 규정과 참고문

헌을 보완하여 개정한 것이다.

1. 원고의 종류

1) 소화기학과 관련된 내용으로 논평, 종설, 원저, 증례보고, 

이달의 영상, 최신연구 소개, 특별기고 등으로 한다.

2) 종설, 이달의 영상, 최신연구 소개는 일반적으로 편집위

원회의 원고 청탁에 국한한다.

2. 사용언어

1) 원고는 국어 및 영어로 작성할 수 있다. 국문의 경우 
글 혹은 MS 워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영문의 경우 

MS 워드 프로그램을 사용하며 A4용지에 2열 간격으로 

작성한다.

2) 국문의 경우 의학용어는 대한의사협회 발간 용어집(최신

판)에 수록된 것을 준용하며, 고유명사, 약품명, 단위 등

과 적절한 한글 번역이 없는 의학용어는 영어로 직접 표

기한다. 번역어는 있지만 이해가 쉽지 않은 경우에는 그 

용어가 최초로 등장할 때 번역어 다음 괄호 속에 원어로 

표시하고 다음부터는 번역어만 쓴다.

3) 영문 약어는 본 학회지의 공식 “영어 약어 목록”을 참고하여 

기술하고, 그 외의 약어는 3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에 한하여, 

첫 번째 등장할 때 괄호 안에 표기한 후 사용한다.

3. 원고의 제출

1) 원고의 접수

① 모든 원고의 접수는 대한소화기학회 홈페이지(http:// 

www.gastrokorea.org) 온라인투고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후 심사는 이를 통해 진행된다.

② 홈페이지에 있는 저자점검표를 참조하여 각 항목을 확인 

후 제출한다. 투고비용은 저자가 별도로 부담하지 않는다.

③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에서 논문 투고는 제1저자와 교신

저자만이 할 수 있다.

④ 원고의 게재 여부는 전문가 심사(peer review) 후 편집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본 규정에 맞지 않는 원고는 개정

을 권유하거나 게재를 보류할 수 있다.

⑤ 원고 중 필요할 때에는 원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와 체제를 편집방향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고칠 수 있다.

2) 저자관련사항 및 저작권 이양

① 저자됨이란, a. 연구의 구상이나 설계에 실질적인 기여 

또는 자료의 획득, 분석, 해석에 기여, b. 연구 결과에 

대한 논문 작성 또는 중요한 학술적 부분에 대한 비평적 

수정, c. 출판되기 전 최종본에 대한 승인, d. 연구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에 관련된 문제를 적절히 조사하고 

해결하는 것을 보증하고 연구의 모든 부분에 책임을 진

다는 점에 동의하여야 한다.

② 원칙적으로 모든 원고의 제1저자와 책임저자는 각각 한 

명으로 제한한다.

③ 원고 접수 시 모든 공저자들의 서명이 날인된 “저작권 

양도동의서”를 접수해야 하며, 일단 학회에 접수된 논문은 

특별한 이유없이 제1저자 또는 책임저자를 바꾸거나 

공저자를 추가, 제외할 수 없다.

④ 저작권 양도동의서는 대한소화기학회 사무실로 우편 또

는 팩스로 발송하거나, 스캔하여 이메일로 보낼 수 있다.

⑤ “논문 접수 시 점검 사항”의 각 항목에 대하여 표시된 

사항과 실제 접수된 논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심사

를 실시하지 않고 일단 반송한 뒤 저자가 투고 규정을 

준수케 한 뒤 원고를 다시 투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⑥ 만일 논문에 관계된 어떠한 이해 충돌 관계가 있다면 

저자는 이를 논문에 밝혀야 한다.

3) 중복 게재에 대한 원칙

① 타 학술지에 이미 발표되었거나 게재가 예정된 원고의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원고는 게재할 수 없다. 

② 본 학술지에 게재 발표된 원고를 임의로 타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고 중복 출간(multiple or duplicate publi-

cation)은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 (Ann Intern Med 

1997;126:36-47)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



하다. 단, 초록이나 포스터 발표는 중복 게재로 간주되지 

않는다.

③ 중복 게재가 발견된 경우 학회 규정에 따라 저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4. 연구윤리규정

1) 대한소화기학회지에 투고하는 모든 원고는 연구의 대상

이 사람인 경우(인체실험의 경우), 헬싱키선언(Decla-

ration of Helsinki)에 입각하여, 피험자 또는 보호자에

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 중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위해를 충분히 설명하고 시행되어야 하며, 연구

기관 임상시험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환자의 성명 또는 머리글자를 표기해서는 안되고, 환자와 

관련된 사진을 제출할 때에는 환자의 신원을 알 수 없도

록 하여야 하며, 조금이라도 신원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

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았음을 명시하여

야 한다. 

3) 연구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실험동물의 고통과 불편

을 줄이기 위하여 행한 처치를 기술하여야 하며, 실험 과

정이 NIH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체 규정에 저촉되지 않았

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4)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논문의 정당성과 윤리성에 관해 

투고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의 International Standards 

for Editors and Authors (http://publicationethics.org/ 

resources/international-standards-for-editors-and- 

authors)에 기술된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5) 본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에서 중복 게재, 표절, 허위 데이터

나 데이터 조작, 저자 변경, 이해 상충 미공개, 투고된 

원고에 대한 윤리적 문제, 심사위원이 저자의 아이디어나 

데이터 차용, 편집위원에 대한 항의 등의 연구나 게재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출판윤리위원회(http://publicationethics.org/ 

resources/flowcharts)가 제공하는 업무 절차 단계를 따

른다.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모든 논의와 의사 결정은 

본 학회지의 편집위원회가 수행한다.

6) 연구 대상의 성별 혹은 젠더 기술: 성별(생물학적 요인)과 

젠더(정체성, 심리 사회적 또는 문화적 요인)라는 용어를 

바르게 사용하고,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 대상

자의 성별 또는 젠더, 그리고 실험동물 또는 세포의 성별

을 보고하고, 성별 또는 젠더를 확인한 방법을 기술한다. 

만약 연구 대상으로 한 쪽 성별만이 포함된 연구를 수행한 

경우 저자들은 명백한 경우(예: 전립선 암)를 제외하고 

그 이유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5. 원고 심사과정

1) 대한소화기학회로 투고된 모든 원고는 편집위원장이 먼

저 심사적합성 여부를 판단한다.

2) 적합하다고 판단한 논문에 대해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한 

2인 이상의 해당분야 심사위원에게 심사(peer review)

를 요청한다. 

3) 편집인은 심사위원의 심사(peer review) 결과를 기반으로 

출판 결정을 한다. 편집인의 게재, 수정, 또는 게재불가 

등의 결정이 내려지면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에게 통지된다. 원고 수정은 원칙적으로 한 두 번의 수

정만 허용되며, 수정된 원고는 원저의 경우 8주, 증례의 

경우는 4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고, 특별한 이유없이 

수정 원고가 제출되지 않는다면 게재불가 판정을 할 수 

있다. 게재불가 판정된 원고는 다시 심사하지 않는다.

4) 최종 수정된 원고가 본 학술지의 출판 정책과 기준에 

부합하면 게재가 최종결정되고 예상 발행시기가 고지

된다.

6. 원저 형식의 작성 요령

1) 일반적 사항

① 원고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열한다. 표지, 영문초록, 

서론, 대상 및 방법, 결과, 고찰, 요약, 감사의 글, 참고문헌, 

그림 또는 사진 설명, 표, 그림 또는 사진.

② 표지 외의 원고에 저자의 성명이나 소속을 기록하지 않

는다.

③ 어깨번호가 문장 말미에 위치하는 경우 마침표나 쉼표 

뒤에 어깨 번호를 표기한다.

   예) -한다.
1,3

 (O) -한다1,3
. (X)

2) 표지

① 표지에는 다음의 사항을 순서대로 기록한다. 

논문제목, 저자(성명, 소속, 직위), 국문 및 영문 간추린 

제목, 연락처(책임저자 성명, 국문 및 영문 연락주소, 

전화, 팩스 번호, 이메일). (단, 저자의 최종학위는 기입

하지 않는다. 저자와 저자 사이는 콤마(,)로 표기하고 마지

막 저자 앞에 and를 추가하며 and 앞에 콤마(,)를 두지 

않는다.) 

② 국문제목이 30자가 넘거나 영문 제목이 12단어가 넘을 

때에는 간추린 제목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영문제목

의 경우 명사와 형용사는 첫 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논문의 쪽수(page)는 표지를 1쪽으로 시작해서 하단 중

앙에 작성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표기한다.

③ 소속이 다른 저자들이 포함된 경우에는 연구가 주로 이

루어진 기관을 먼저 기록한다. 그 이외의 기관은 해당저

자 이름의 바로 뒤에 어깨번호(1, 2, 3, 4, …)를 하고, 

해당 소속기관의 맨 뒤에 같은 어깨번호로 표기한다.



④ 연구비 지원(fund): 연구비수혜, 경제적 지원 여부(fi-

nancial support)를 밝힌다.

⑤ 이해관계:  만일 논문과 관계된 어떠한 이해 충돌 관계가 

있다면 저자는 이를 논문에 밝혀야 한다.

3) 영문초록

① 저자의 성명과 소속은 기록하지 않는다.

② Background/Aims, Methods, Results, Conclusions로 

구분하여 250단어 이내로 작성한다.

③ 약어 사용은 일반적 사항을 따르며 참고문헌을 인용할 

수 없다.

④ Key Words는 대문자로 시작하여 5단어 이내로 세미콜

론으로 구분하며 가급적 MeSH 용어에 준하여 기입한다.

4) 서론

①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이나 문제점 중 연구의 목적과 

연관이 있는 내용만을 명확히 기술하여야 한다.

② 연구 가설을 체계적으로 도출하고 연구의 목적을 간결하

고 명료하게 제시한다.

③ 서론이 결과나 결론의 내용과 중복되어서는 안된다.

5) 대상 및 방법

① 연구의 계획을 기술하고 대상 집단의 특성과 추시 기간, 

어떻게 관찰되었는지를 상세히 기록한다.

② 임상연구의 경우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동물실험의 경우는 

동물실험위원회의 허가를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약이나 기계를 사용하였을 경우, (회사명, 도시, 주, 국

가명)을 적어야 한다.

④ 단위는 국제 표준단위(SI 단위)를 사용함을 권장하며, 신

뢰도를 나타내는 p값은 소문자로 기입한다. 

6) 결과

① 연구결과를 명료하고 논리적으로 나열하고, 실험인 경우 

실측치에 변동이 많은 생물학적 계측에서는 통계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② 본문의 모든 데이터는 일관된 방식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7) 고찰

① 서론에서 제시된 가설과 연관하여 결과를 설명하고, 결

과의 중복은 피한다.

② 연구의 새롭고 중요한 점을 강조하고 결과로부터 도출 

되는 결론을 연구의 목적에 맞게 기술한다.

③ 연구의 단점과 제한점에 대해서도 언급하여야 한다.

8) 요약

① 목적, 대상 및 방법, 결과, 결론을 구분하여 국문 1,000자 

이내로 기술한다.

② 국문 색인단어는 5단어 이내로 세미콜론으로 구분하며 

Key Words와 일치시킨다.

③ 요약은 영문논문에서는 필요하지 않다.

9) 감사의 글

   저자로 포함하기에는 연구나 저술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연구자에게 감사의 표시를 할 수 있다.

10) 참고문헌

① 참고문헌은 원고 말미에 인용 순서대로 기재하고 본문에는 

어깨번호를 붙여야 한다.

② 국내 문헌을 포함한 모든 문헌은 영문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③ 공저일 경우 6인 이하면 전원을 기록하고 7인 이상일 

경우는 최초 3인을 적고 그 뒤에 “, et al.”로 끝맺는다.

④ 학술지명의 표기는 Index Medicus (MEDLINE)의 공식 

약어를 사용한다.

⑤ 저자명은 성을 기술한 후 이름의 첫 자만 따서 기술한다.

   예) Kim YS, Marrelli D, Gupta AK

⑥ 참고문헌 검토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저자에게 있다. 

⑦ 잡지의 부록(Supplementary volume)이나 온라인 저널, 

미발간 저널은 PubMed 양식에 따라 표기한다. 

⑧ 기술양식은 다음의 예와 같이 한다.

  •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

  1. Jeon EJ, Lee KM, Jung DY, et al. Clinical charac-

teristics of 17 cases of eosinophilic gastroen-

teritis. Korean J Gastroenterol 2010;55:361-367.

  2. Foroughi S, Foster B, Kim N, et al. Anti-IgE treatment 

of eosinophil-associated gastrointestinal disorders. 

J Allergy Clin Immunol 2007;120: 594-601.

  • 단행본

  1. Day RA. How to write and publish a scientific 

paper. 3rd ed. Phoenix: Oryx, 1988.

  • 단행본 내의 한 장(chapter)

  1. Costa M, Jery S. History of diarrhea. In: Smith JR, 

ed. Medical history and perspective. Volume 1. 

2nd ed. New York: Raven, 1987:1-40.

  • 웹사이트(website 상의 정보)

  1. ASA physical status classification system. [Internet]. 

Park Ridge (IL): American Society of Anesthesio-

logists; 1995 Jan 1 [updated 2010 Jun 8; cited 

2010 Oct 10]. Available from: http://www.asahq. 

org/clinical/physicalstatus.htm

11) 그림 설명

① 본문에 인용된 순으로 아라비아 숫자로 번호를 붙인다.

② 영문으로 소제목 및 간결한 설명을 한 문단으로 하여 

기술한다.

③ 현미경 사진의 경우 염색방법 및 배율을 기록한다.

12) 표

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개 이내로 작성한다. 



② 영문과 아라비아숫자로 기록하고 내용이 논문 안에서 반

복되지 않도록 한다.

③ 제목은 명료하게 절 혹은 구의 형태로 기술하고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 명사와 형용사는 첫 자를 대문자로 한다.

④ 본문에서 인용되는 순서대로 번호를 붙인다.

⑤ 약어 사용 시 해당표의 하단에 풀어서 설명한다.

⑥ 특정항목을 설명하기 위해 부가설명표시를 사용할 때에

는 알파벳 a, b, c, d 순으로 위첨자로 표기하며, 이를 

하단에 설명한다.

13) 그림

① 각각의 번호의 그림은 서로 다른 파일로 제출되어야 하며 

사진 파일명에 저자명을 기록하지 않고 사진의 번호를 

파일명으로 한다.

② 첨부하는 이미지의 파일은 JPG, JPEG 형식으로 접수하

여야 한다. 컬러사진 인쇄에 소요되는 경비는 저자가 부

담한다.

③ 컬러 이미지는 최소 300 dpi 이상이어야 하며 방사선 

사진과 같은 흑백 이미지는 최소 600 dpi 이상의 해상도

를 가져야 한다.

④ 이미 출판된 사진을 인용할 경우 원저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었다는 구문을 사진 밑에 표시하

여야 한다.

7. 원저 이외의 원고

  일반적 사항은 원저의 규정에 준한다.

1) 종설

  종설은 특정 제목에 초점을 맞춘 고찰로서 편집위원회에

서 위촉하여 게재한다. 종설 형식은 원저를 따르되 내용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한다.

2) 증례 보고

① 표지: 원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초록: 영문초록은 200 단어 이내로 하고 색인단어를 5개 

이내로 기입한다.

③ 서론: 증례 보고의 목적과 연관이 있는 내용만을 명확히 

기술하여야 한다.

④ 증례: 간결하고 증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만 국한하

여 기술한다.

⑤ 고찰: 증례가 강조하고 있는 특성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장황한 문헌고찰은 피한다.

⑥ 참고문헌: 20개 이하로 한다.

8. 편집과 교정

  저자가 완성하여 제출한 원고를 편집하면서 편집 상의 수

정을 할 수 있다. 편집한 원고는 인쇄하기 전에 저자에게 

교정을 한 번 의뢰하며, 저자는 교정 의뢰를 받는 즉시 교정

하여 제출한다. 게재판정 후 최종교정본을 48시간 이내에 

보내지 않으면 발간이 연기될 수 있다.

9. Similarity Check

대한소화기학회지는 투고되는 모든 원고에 대해 Similarity 

Check 프로그램의 iThenticate tool을 이용하여 기출판된 문헌

들과의 유사성을 점검한다. Similarity Check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http://www.crossref.org/crosscheck/index.html에서 찾

아볼 수 있다.

10. 게재료

  청탁원고를 제외한 모든 원고의 게재료(페이지당 10,000원)

는 저자가 부담하며 별책(기본 30부)을 원하는 경우 그 비

용도 저자가 부담한다. 단, 최종본 전체 페이지에 따라 게재

료가 변동될 수 있으며, 별책추가 신청을 한 경우에만 게재

료에 별책비가 추가되어 청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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