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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술지의 명칭은 대한외과감염학회지이며 영문으로는

5) 중복 게재에 대한 원칙: 타 학술지에 이미 발표되었거나 게

Journal of Surgical Infection (JSI)이다. 본 학술지는 대한외
과감염학회의 공식 학술잡지이며 1년에 2회 발행하고, 그 발
행일은 3월 30일과 9월 30일이다. 본 학술지에 투고되는 원고
는 대한외과감염학회의 독창적인 원고이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 학술지의 투고자격은 외과감염에 관한 내용이면 특
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학회 간행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게재기준에 합당하여야 하며, 학회 초청기고인 경우에는
비회원이라도 게재할 수 있다.

재가 예정된 원고의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원고는 게재할
수 없다. 본 학술지에 게재 발표된 원고를 임의로 타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고 중복 출간(multiple or duplicate publication)
은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 (Ann Intern Med 1997;126:36-47)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다. 단, 초록이나 포스터
발표는 중복 게재로 간주되지 않는다. 중복 게재가 발견된 경
우 학회 규정에 따라 저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6) 제출 및 문의처

1. 원고의 종류

Tel: 032-890-2738, Fax: 032-890-3549

1) 외과감염과 관련된 내용으로 종설, 원저, 증례보고, 편집인

E-mail: jou_surg_infection@naver.com

에게 보내는 글(letter to the editor) 단신(brief communication) 등으로 한다.

3. 연구윤리규정

2) 종설, 최신연구 소개는 간행정보위원회의 청탁한 원고에

1) 논문의 저자는 ICMJE international 권고안에 의거하여 다

국한한다.

음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될 경우 저자로 인정된다.
(1) 연구의 구상이나 설계 또는 자료의 획득, 분석, 해석에

2. 원고의 제출

기여한 자

1) 원고는 한글 및 영어로 작성할 수 있다. 단, 한글논문의 경

(2) 연구 결과에 대한 논문을 작성 또는 중요한 학술적 부

우 초록, 그림, 표는 모두 영어로 표기해야 한다. MS 워드나

분에 대한 비평적으로 수정을 기여한 자

아래아 한글프로그램을 사용하며 A4용지에 12포인트 글자크

(3) 출판되기 전 최종본에 대해 승인한 자

기, 2열 간격으로 2.5 cm 정도의 여백을 둔다.

(4) 연구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에 관련된 문제를 적절히 조

2) 국문의 경우 의학용어는 대한의사협회 발간 용어집(최신

사하고 해결하는 것을 보증하고 연구의 모든 부분에 책임

판)에 수록된 것을 준용하며, 고유명사, 약품명, 단위 등과 적

을 진다는 점에 동의한 자

절한 한글 번역이 없는 의학용어는 영어로 직접 표기한다. 번

이 중 책임저자는 논문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편집인이 보내

역어는 있지만 이해가 쉽지 않은 경우에는 그 용어가 최초로

는 논문 심사의 논평, 수정사항 등을 받아 연락하고 독자와 연

등장할 때 번역어 다음 괄호 속에 원어로 표시하고 다음부터

락이 가능한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는 번역어만 쓴다.

2) 저자들은 제출된 원고와 관련된 이해관계(conflict of inter-

3) 영문 약어는 반복되는 경우에 한하여, 첫 번째 등장할 때

est)나 경제적 지원여부(financial support)를 밝혀야 하며, 그

괄호 안에 표기한 후 사용한다.

내용은 논문의 게재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4) 논문 접수는 대한외과감염학회 홈페이지(www.sisk.or.kr)

3) 본 학회지에 투고하는 원고는 연구의 대상이 사람인 경우

에 접속하여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 상의 온라인 투고규정

(인체실험의 경우), 헬싱키선언(Declaration of Helsinki)에

을 확인하고 저작권 인계 동의서 및 주저자/공저자에 관한 규

입각하여, 피험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

정을 다운받아 서명한 후 스캔한 파일을 첨부한다. 심사과정

중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위해를 충분히 설명하고 시

을 거쳐 간행정보위원회의 논문게재 승인이 나면 게재예정 논

행되어야 하며, 연구기관 임상시험 윤리위원회(institutional

문 최종파일을 제출한다.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았음을 기재하여야 한다.

4) 환자의 성명 또는 머리글자를 표기해서는 안되고, 환자와

한 이유 없이 수정 원고가 제출되지 않는다면 게재 불가 판정

관련된 사진을 제출할 때에는 환자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하

을 할 수 있다.

여야 하며, 조금이라도 신원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는 이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았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5. 원저 형식의 작성 요령

5) 연구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동물 이용에 관한 위원회

1) 일반적 사항

(animal utilization committee)나 상응하는 위원회의 승인 여

(1) MS 워드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영문 원고도 게

부를 기술하여야 한다.

재 할 수 있다. MS 워드를 사용하여 A4용지에 12 포인트의 그

6)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논문의 정당성과 윤리성에 관해 투

리고 좌측 정렬하여 2열 간격으로 작성하되, 사방으로 최소한

고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대한의학학술지편집

2.5 cm의 여백을 둔다.

인협의회에서 제정한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개정

(2) 원고는 표지, 영문초록, 서론, 대상 및 방법, 결과, 고찰, 감

판(http://www.kamje.or.kr/intro.php?body=publishing_

사의 글, 참고문헌, 그림 또는 사진 설명, 표, 그림 또는 사진의

ethics)”이나 “국제 의학논문 편집인 위원회의 가이드라

순서로 배열한다.

인(http://publicationethics.org/international-standards-

(3) 표지 외의 원고에 저자의 성명이나 소속을 기록하지 않는

editors-and-authors)”이 준용될 수 있다.

다.

7)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확인되면, 논문의 저자에게 징계 조

(4) 어깨번호가 문장 말미에 위치하는 경우 마침표나 쉼표 뒤

치가 내려질 수 있다. 저자에게 경고, 투고 제한, 회원자격 정

에 어깨 번호를 표기한다.

지 혹은 박탈 등이 행해질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는 저자의 소

예) -한다.1,3 (O) -한다1,3. (X)

속 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에 이 사실을 공지할 수 있다. 만일

2) 표지

편집위원회에서 위반사항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미 논문이 게

(1) 표지에는 다음의 사항을 순서대로 기록한다.

재된 경우 저자의 설명이나 동의 없이 이에 관한 경고 기사가

① 논문제목, 저자(소속, 성명), 국문 및 영문 간추린 제목,

게재될 수 있다. 또한 연구부정행위의 처리는 COPE (Com-

연락처(책임저자 성명, 국문 및 영문 연락주소, 전화, 팩스

mittee on publication ethics) Flowchart (http://publication-

번호, 이메일). (단, 저자의 최종학위는 기입하지 않는다.

ethics.org/resources/flowcharts)에 따른다.

저자와 저자 사이는 쉼표(,)로 표기하고 마지막 저자 앞에
and를 추가하며 and 앞에 쉼표(,)를 두지 않는다.)

4. 원고 심사과정

② 제목: 국문 40자, 영문 20단어 이하로 간결하게 작성한

1) 원고 접수는 수시로 하고 접수일은 편집위원장에게 접수된

다. 영문제목의 경우 명사와 형용사는 첫 자를 대문자로 표

날로 한다.

기한다.

2) 접수된 원고는 간행정보위원회에서 게재 적합성에 대하여

③ 줄임제목(running title): 논문제목의 주제를 살려 영문

2인 이상의 위원에게 심의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논문의

10단어 이내로 작성한다.

수정/보완을 저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3회의 심사 후 부적격

④ 소속이 다른 저자들이 포함된 경우에는 연구가 주로 이

판정 시 ‘게재불가’처리 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편집위원회

루어진 기관을 먼저 기록한다. 그 이외의 기관은 해당저자

에서 원고의 게재 여부와 재심사 여부 그리고 순서를 결정한

이름의 바로 뒤에 어깨번호(1, 2, 3, 4, …)를 하고, 해당 소

다.

속기관의 맨 뒤에 같은 어깨번호로 표기한다.

3) 간행정보위원회는 필요 시 원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

⑤ 연구비 지원(fund): 연구비수혜, 경제적 지원 여부(fi-

위 내에서 편집방침에 따라 저자의 동의를 얻어 수정할 수 있

nancial support)를 밝힌다.

다. 심사에 통과하여 채택된 원고는 인쇄 후 1회 이상 저자에

⑥ 이해관계: 만일 논문과 관계된 어떠한 이해 충돌 관계가

게 최종 교정을 의뢰한다. 저자의 교정이 모두 끝난 후 편집인

있다면 저자는 이를 논문에 밝혀야 한다.

이 1회 이상 교정을 한다.

3) 초록

4) 편집인의 게재, 게재불가, 또는 원고의 수정 등의 결정이 내

영문을 원칙으로 하며 250단어 이내로 하며, 연구의 목적(Ob-

려지면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에게 통지된다. 최종

jectives), 방법(Methods), 결과(Results), 결론(Conclusion)으

수정된 원고가 본 학술지의 출판 양식과 기준에 완전히 부합

로 구분하여 반드시 줄을 바꾸어 기술한다. 이 형식은 원저에

하면 게재가 결정되고 발행 시기가 예정된다. 게재불가 판정

한하며 그 외의 경우 ‘원저 이외의 원고’란을 참고한다.

을 받은 원고는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4) 중심단어

5) 심사 후 원저의 경우는 8주, 증례의 경우는 4주 이내에 특별

영문초록이 끝나는 하단에 5개 이내의 중심단어를 영어

로 별도로 기재하며, Index Medicus의 MeSH (Medical

8) 참고문헌의 표기양식

Subject Headings, http://www.ncbi.nlm.nih.gov/sites/

(1) 학술지 : 저자명. 제목. 잡지명 발표년도;권:시작쪽-끝쪽.

entrez?db=mesh)에 등재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예 1) Jung CL, Cho SE, Hong KS. Clinical significance

하되 MeSH에 적절한 해당용어가 없는 경우 일반적인 의학용

of minor elevation of cardiac troponin I. Korean J Lab

어로 표기한다.

Med 2008;28:339-345.

(예) Key Words: Textiloma; Retained foreign object; Gos-

(예 2) Vagefi PA, Razo O, Deshpande V, McGrath DJ,

sypioma

Lauwers GY, Thayer SP, et al. Evolving patterns in the

5) 본문

detection and outcomes of pancreatic neuroendocrine

(1) 서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을 명확히 기술한다.

neoplasms: the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experience from 1977 to 2005. Arch Surg 2007;142:347-354.

(2) 대상 및 방법: 대상은 동일한 군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방
법이 본 연구에 적당한 이유와 그 기준이 명기되어 있어야 한

(2) 단행본 : 저자명. 제목. 판. 발행지: 발행사; 년도.
Townsend CM, Beauchamp RD, Evers BM, Mattox K.

다.
(3) 결과: 연구목적에 합당한 결과만 객관적으로 기술한다. 표

Sabiston textbook of surgery. 17th ed. Philadelphia: Saun-

(Table)를 사용할 경우 논문에 표의 내용을 중복 설명하지 않

ders; 2004.

고 중요한 경향과 요점을 기술한다.

(3) 단행본 내의 장(chapter)을 인용할 경우 : 저자명. 장

(4) 고찰: 결과가 연구목적이나 가설과 일치하는지를 기술하

(Chapter)제목. In: 편집인. 제목. 판. 발행지: 발행사; 년도.

고, 새롭고 중요한 관찰을 강조한다. 다른 연구자의 결과와 비

pp. 시작쪽-끝쪽.

교하여 저자의 결과의 당위성 및 정확성을 기술하고, 본 연구

Dozois RR. Disorders of the anal canal. In: Sabiston DC,

와 무관한 교과서식 사실들을 나열하지 않는다.

Lyerly HK, editors. Textbook of surgery: the biological ba-

6) 감사의 글(Acknowledgements)

sis of modern surgical practice. 15th ed. Philadelphia: W.B.

감사의 글에는 저자로 포함하기에는 연구나 저술에 대한 기여

Saunders; 1997. pp.1032-1044.

도가 낮은 연구자에게 감사의 표시를 할 수 있다.

(4) 웹사이트(website 상의 정보)

7) 참고문헌

ASA physical status classification system [Internet]. Park

(1) 본문에서 반드시 인용되어야 하며 인용되는 순서대로 참

Ridge (IL): Americ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s; 1995 Jan

고문헌 란에 기재한다 .

1 [updated 2010 Jun 8; cited 2010 Oct 10]. Available from:

(2) 모든 참고문헌(국내문헌, 일본문헌 포함)은 반드시 영어로

http://www.asahq.org/clinical/physicalstatus.htm

기재하여야 한다.

(5) 기타 명시되지 않은 문헌의 인용법은 International Com-

(3) 저자명의 기입방법은 성 뒤에 이름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쓴

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Uniform Requirements

다. 저자가 6인 이내면 모두 기재하고, 7인 이상은 6인 이후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 (JAMA

“et al.”로 끝맺을 수 있다.

1997;277:927-34)에 따른다.

(4) 참고문헌은 원저는 30개 이내, 증례는 15개 이내로 제한한

9) 표(Table)

다.

본문에서 인용된 순서대로 문장의 첫머리 또는 끝에 기재한

(5) 본문에서 참고문헌 인용방법

다.

① 참고문헌은 순서대로 번호를 위첨자로 붙이며, 번호는

(예) ---있다(Table 1).

저자의 성 뒤에 기재하여야 하고 저자의 성이 없는 경우는

(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개 이내로 작성한다.

문장의 마침표나 쉼표 뒤에 기재한다.

(2) 영문과 아라비아숫자로 기록하고 내용이 논문 안에서 반

1

2-5

6

(예) Kim 은--. --이다. --하며,

복되지 않도록 한다.

② 저자가 2명 이하일 때는 저자의 성을 다 쓰며, 3명 이상

(3) 제목은 명료하게 절 혹은 구의 형태로 기술하고 마침표를

일 때 에는 첫 저자의 성에 “등”을 붙인다.

찍지 않는다. 명사와 형용사는 첫 자를 대문자로 한다.

3

4

(예) Kim과 Woo 는--, Park 등 은--, Nogueras와 Wil3

4

liams 는--, Goldberg 등 은--

(4) 본문에서 인용되는 순서대로 번호를 붙인다.
(5) 약어 사용 시 해당표의 하단에 풀어서 설명한다.

(6) 학술지명의 표기는 Index Medicus의 공인된 약자를 사용

(6) 특정항목을 설명하기 위해 부가설명표시를 사용할 때에는

한다.

a,b,c,d,e

의 순으로 하며 이를 하단 각주(footnote)에 설명한다.

(7) 이미 출간된 논문의 표와 동일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10) 그림 및 사진

이내로 기입한다.

(1) 그림은 도표(graph), 도화(line drawing), 사진(photo-

(3) 서론: “서론”이라는 제목 없이 증례 보고의 목적과 연관이

graph)을 포함하며, 모든 그림은 본문에서 인용된 순서대로

있는 내용만을 명확히 기술하여야 한다.

번호를 기입하여 Fig. 첨부파일 란에 인용순서대로 입력하여

(4) 증례 보고: 간결하고 증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만 국한

접수한다.

하여 기술한다.

(2) 그림의 사이즈와 해상도는 논문이 인쇄되었을 때 그림의

(5) 고찰: 증례가 강조하고 있는 특성부분에 초점을 맞추며 장

질적 수준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투고규정을 잘 지

황한 문헌고찰은 피한다.

키도록 한다. 특히 그림의 사이즈가 작지 않도록 주의한다. 규

(6) 참고문헌: 15개 이하로 한다.

격은 사진의 규정을 적용하되 해상도는 300 dpi, 300만 화소

3) 편집인에게 보내는 글(letter to the editor)

이상을 권장하며 2 MB 크기 이하의 ppt, jpg, gif, pdf 파일로

최근 게재된 논문과 관련된 독창적인 의견이나 비평, 또는 논

접수한다.

란이 되고 있는 특정 주제에 대한 의견을 투고할 수 있다. 형식

(3) 제목은 절로, 설명은 완전한 문장의 형태로 현재시제의 영

은 초록이나 참고문헌 없이 본문으로 한다.

문으로 기술한다.

4) 단신(brief communication)

(4) 도화(line drawing)는 원본이어야 한다. 타 논문의 그림을

흥미로운 임상증례에 대한 보고로 표지, 본문, 참고문헌으로

인용할 때는 원칙적으로 원저자의 동의를 얻도록 한다.

구성된다. 본문은 환자의 임상양상과 흥미로운 사진, 검사 소

(5) 동일 번호에서 여러 장의 사진 또는 그림이 있는 경우, 아

견을 포함하며 최종 진단을 포함하여 투고한다.

라비아 숫자 이후에 A, B, C 글자를 기입하여 표시한다.
(예) Fig. 1A --, Fig. 1B --

7. 편집과 교정

(6) 현미경 사진인 경우 염색방법 및 배율을 기록한다.

저자가 완성하여 제출한 원고를 편집하면서 편집 상의 수정을

(예) H＆E stain, ×400

할 수 있다. 편집한 원고는 인쇄하기 전에 저자에게 교정을 한

(7) 컬러 그림(현미경 사진 포함)을 접수하는 경우 접수한 대

번 의뢰하며, 저자는 교정 의뢰를 받는 즉시 교정하여 제출한

로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때 발생하는 추가인쇄비

다. 게재판정 후 최종교정본을 48시간 이내에 보내지 않으면

는 저자가 부담한다.

발간이 연기될 수 있다.

(8) 그림에 대한 설명은 그림의 하단에 간단한 제목과 함께 내
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기록해야 한다.

8. 저작권 및 논문게재료
1) 저작권: 타 학술지에 이미 발표되었던 내용과 동일한 원고

6. 원저 이외의 원고

는 본지에 게재할 수 없으나 사용언어가 다른 논문이거나 양

1) 종설(review article)

측 잡지의 편집인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이중 게재를 허가한

종설은 특정 제목에 초점을 맞춘 고찰로서 간행정보위원회에

다. 이때는 이 사실을 공지란에 기재한다. 게재승인으로 논문

서 위촉하여 게재한다. 종설 형식은 원저를 따르되 내용에 따

의 내용에 관한 모든 저작권은 대한외과감염학회로 이양된다.

라 자유롭게 기술한다.

2) 논문게재료: 게재확정시 소정의 게재료(100,000원, US

2) 증례 보고(case report)

$120)를 대한외과감염학회에 납부한다.

증례 보고는 단순히 드물다는 이유로 게재하는 것이 아니라

3) 별책인쇄료: 필요한 수량의 금액을 인쇄소에 저자가 납부

학술적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게

한다.

재되며,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을 확률이 높다는 점을 유념해야

4) 기타 원고에 관한 문의는 간행정보위원장에게 한다.

한다.

Tel: 032-890-2738, Fax: 032-890-3549

(1) 표지: 원저의 규정에 따른다.

E-mail: jou_surg_infection@naver.com

(2) 초록: 영문초록 150단어 이내로 작성하고, 색인단어를 5개

